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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3시 : 어린이

          오후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교중 및 중고등부(열림터)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최미자 제노베파 신승호 안티모

김윤종 마리아 한혜리 로사리아

정옥균 라파엘 박화열 마리아

정덕희 율리안나 김태희 로렌죠

이계순 M. 막달레나 김중진 아오스딩

김영희 안드레아 지현만 바실리오

이규정 안토니오 장재임 막달레나

~ 6/6일 까지 합계 7,700,000원

이길수 비비안나

~ 6/6일 까지 합계 3,840,000원

◉ 첫영성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6월 13일(금일)까지

 - 간담회 일정 : 6/12(토), 어린이 미사 후

 - 신청비 : 3만원

 ※ 첫영성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간담회 때       

    결정하겠습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6월 25일(금)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 9일기도 : 6/17(목) ~ 25일(금)까지, 매 미사 

 - 단식일 : 6월 18일(금)   

 - 2차 헌금일 : 6월 20일(주일)

◉ 본당설립 25주년 사료 모음 안내

 - 본당설립 25주년 사료 모음 중 입니다. 

   특히 설립일부터 10여년간 (96년 ~ 05년)

   공적 행사사진(단체활동 포함)등을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사진은 스캔 작업 후 돌려드립니다.   

◉ 코로나 ‘백신 나눔 운동’ 참여 안내

- 참여방법: 본당 사무실에 납부

- 성금액수: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 입니다.

- 참여기간: 2021년 11/27(대림 제1주일 전날)

** 금일 교중 미사중에 성체분배 직무 수여 

   증명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5월 31일 ~ 6월 6일)

 교 무 금 ....................   4,294,000

 주일헌금 ...................... 2,192,500

 사회복지후원금 .................  175,000

 성소후원금 .....................    5,000

【감사헌금】

 박남규          ...............    10,000

 임정희 마리아   ..............     50,000

 고난희 리디아  ,,,............     50,000

 박대성 ........................    10,000

 익   명  ......................   200,000

【백신나눔】

【제대꽃 봉헌】 

 ※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든 교우께서는   

    미사 참례나 성당 방문 시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