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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탁헌상 보나벤투라 2696-8111

 천주교
신월동 성당
(성 요셉 성당)

(우) 079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길 20 (신월동)

주일미사
06:00 09:00 (청소년)

부주임신부 정성원 루 치 오 2697-8111 11:00 (교중) 18:00 (청년)

수 녀 원
신 발바라

2690-7111
토요주일미사 15:00 (초등부) 19:00 (일반)

정 마리 로사

평일미사

06:00 - 월. 수. 금

사 무 실 2696-6111, 2690-2114 10:00 - 화. 수. 목. 금. 토

F A X 2607-5681 19:30 - 화. 목.

연 령 회 010-5897-7031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홈페이지 www.sinwol.or.kr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토요일 16:00
혼인면담 매월 둘째 토요일 16:00

◈ 미사 시간 (다음 안내 시 까지)

평일미사(월~토) 오전 10시

주일미사(토) 오후 3시(어린이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 미사 시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순기간 십자가의 길
 일 시 : 4/15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 부활 판공성사 
 판공기간: 3/27(오늘)~ 4/10(주님수난성지주일) 
           3주간 주일 매 미사 전
  사순기간 동안 주일미사 시작 전 ‘공동 고해’와 
 ‘일괄 사죄’를 주십니다.  
  미사에 참례하신 분은 부활 판공으로 간주하오니
 판공성사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고해를 원하시는 분은 신부님께 청하셔서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표 작성,제출  : 비치된 성사표 용지에 구역
 반, 성명, 세례명을 쓰셔서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 공동 보속
 1) 묵주기도 1단  2) 묵주기도 5단 
 3) 평일미사 1회 참례 4) 선행 / 4가지 중 1가지

◈ 부활 대축일 제대꾸밈 꽃봉헌 접수
 부활 제대를 아름답게 꾸밀 꽃봉헌 접수받습니다.
 봉헌금 접수 : 본당 사무실

◈ 성주간 및 부활대축일 미사 일정

일 자 미사 및 예절 시 간 비 고

4월 10일

(성지주일)
성지가지 축성

토저녁6시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

사순절 저금통 회수7,9,11시

4월 14일

(성목요일)

성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없음

 주님만찬미사 오후 8시 가난한 이웃돕기 헌금(봉헌)

수난감실

성체조배

 4/14 목 8시 미사 후 ~ 오후 10시까지     <대성전>   

 4/15 금 오전 6시 ~ 낮 3시까지     각자 조배

4월 15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낮 3시 대성전

주님수난 예식 오후 8시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헌금

4월 16일

(성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없음

 부활성야미사 오후 8시 부활감사헌금 (헌금봉투 준비)

4월 17일

(부활대축일)
 부활절 미사

오전 9시

오전 11시
부활감사헌금 (헌금봉투 준비)

◈ 견진교리 및 견진성사 일정
 견진성사 : 6월 26일 11시 미사
 교리기간 : 5월 20일 ~6월 24일  
            6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대상 : 중학생 이상 세례받은 신자
 접수 : 4/3(주일) ~5/1(주일) / 회비 : 1만원
      주일 : 1층 로비   /  평일 : 본당사무실
 회비 : 1만원 (사진 대금 등)
 ※ 사무실에 비치된 견진신청서 양식을 미리 작성
    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부율 (3/20일 현재)

전체세대수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율

2,147명 598세대 27.9% 25.2%

◈ 2022년도 교무금 책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교무금 납부를 해주
 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리를 못해
 주신 분들은 신자로서의 의무에 정성을 다해 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8-2 임창열 코난 ** * * *

◈ 장학기금 및 성소후원금 현황 (3/22일 현재)
 장학기금 총액   : 82,730,412 
 성소후원금 총액 : 26,201,314

◈ 지난주 정성 (3/14~ 3/20)   * 감사합니다. *

교 무 금 .... .. 3,480,000 건축헌금 .... .... 810,000

주일헌금 ........ 2,385,000

감사헌금..............  임석규(20만원), 익명(10만원)

    박현주(5만원), 익명(5만원), 미소안치과(40만원)

    정연규(5만원), 황의옥(5만원), 전경례(3만원)

부활꾸밈 (2/27~3/20일까지) .............. \1,290,000 

 3/14~3/20일 납부자

    김경애(10만원), 박숙자(1만원), 조종철(2만원)

    이경학(5만원),  이종혜(2/27-3만원)

미사인원  507명

 교무금 은행 납입 계좌 : 

     우리은행 1006-400-144224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은행 입금하실 경우 필히 교무금 통장 명의로 납입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