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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후 7시

토요 저녁 오후 6시(주일미사) 성전/ 지하교리실 중고등부 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어린이 토요일 오후 3시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6/21 차량봉사  8 두레 9 두레 연령회

6/28 해설단  1 두레 2 두레 산상수훈

성  명 본  명  구역반 성  명 본  명 구역반

정소희 글라라 7/7 오재은 그레센시아 2/7

정종순 루시아 1/5 김행자 아가다 1/5

김연숙 로사 9/5 최재인 엘리스 2/6

서승옥 프란치스코 9/1 김경옥 아녜스 2/6

임태현 안셀모 3/1 이무웅 안토니오 2/2

권세영 라우렌시오 7/8 반정자 안나 1/4

김현선 마리아 7/4 홍윤미 마리스텔라 5/3

이수빈 메토디오 9/2 최종만 베드로 2/1

이완순 경이아가다 9/8

†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은경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은경축(서품25주년)을 맞이 하시는 주임신부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협조 안내

-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교우분은 성당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우께서

는 미사 참례나 성당 방문 시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1. 발열, 기침, 기타 호흡기 질환 증상자

2.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3. 국가로부터 접촉자 문자를 받으신 분

4. 사회적 거리 유지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마  

   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6월 8일 ~ 6월 14일)

 교 무 금 ....................   2,505,000

 주일헌금 ....................   1,473,000

 성소후원회비 .................     20,000

 사회복지후원금 .................. 110,000

【감사헌금】

 장재임 막달레나 ............   1,000,000

【제대 꽃봉헌】 6/8 – 6/14

 손갑순 카타리나 ................  30,000

◉ 다음 주는 교황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