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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탁헌상 보나벤투라 2696-8111

 천주교
신월동 성당
(성 요셉 성당)

(우) 079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길 20 (신월동)

주일미사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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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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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부율 (5/1일 현재)

전체세대수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율

2,144명 672세대 31.3% 29.2%

◈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봉헌일 : 5월 22일 (부활 제 6주일)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모아진 한
 줌의 쌀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봉헌하여 주십시오.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의 아동과 임산부를 포함
 한 취약계층 약 6,500명에게 영양식과 의료활동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6-4 조기동 요셉 10-2 정준원 알렉산더

◈ 교무금 은행 납입 불명자 찾습니다.
  우리은행 교무금 납입 계좌에 성명 없이 ‘교무금’ 과
 ‘아델라’로 매월 납입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확인
 하여 주십시오. 은행으로 납입 하실 경우는 책정자  
 성명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에서 
 통장을 확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기금 및 성소후원금 현황 (5/3일 현재)
 장학기금 총액   : 83,005,295 /모금함(273,000)
 성소후원금 총액 : 26,561,439

◈ 지난주 정성 (4/25 ~ 5/1)   * 감사합니다. *

교 무 금 .... .. 6,785,000 건축헌금 .... .. 1,490,000

주일헌금 ......... 3,453,340 사무실 봉헌함 ...... 30,000

감사헌금............. 김주희(5만원), 이광일(1백만원) 

   이남규(350만원), 최화자(20만원), 김인주(1백만원)

   이진식(8만원), 조근희(5만원), 익명(10만원) 

   익명(5만원), 익명(10만원), 제이디(22만원)  

미사인원  776명

 교무금 은행 납입 계좌 : 

     우리은행 1006-400-144224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은행 입금하실 경우 필히 교무금 통장 명의로 납입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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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을 실시합니다.

◈ 5월 성모의 밤 행사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
 고 본받도록 합시다.
 일 시 : 5월 28일(토) 토특전 6시 미사 후 대성전
 단체 꽃봉헌 : 단체 개별로 화분으로 준비하여 봉헌
 개인 꽃봉헌 : 로비에서 판매

◈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진교리 추가 접수 (5/15일까지)
 견진성사 : 6월 26일 11시 미사
 교리기간 : 5월 20일 ~6월 24일  
            6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대상 : 중학생 이상 세례받은 신자
 회비 : 1만원(사진대금등)
 접수 : 본당사무실
 * 견진 교리 교육 일정 
 * 강사 : 교리신학원 선교사

날 짜 주 제

1 5/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2 5/27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3 6/3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성경)으로 성장합니다.

4 6/10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에서 힘을 얻습니다.

5 6/17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6 6/24
우리는 견진성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견진성사 예식 연습

7 6/26 견진성사 (11시 미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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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