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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루카 1,31)
입    당 봉    헌 성    체 퇴    장

  사무실 : 452-4881  

  사제관 : 452-4882

  수녀원 : 452-4883  

  유치원 : 457-6109

  F A X : 446-2858

☞연령회 010-9040-3638

                  주보성인 : 성 빈첸시오

   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자양동
0509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길 13(자양동)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소공동체의 날”

주임신부 : 임재민 (벤자민)

보좌신부 : 배준성(알베르또)     
전교수녀 : 정 안네테        
유치원 원장수녀 : 김 룻 

사목회장 : 박문식 (스테파노) 

주
일
미
사

어린이 미사  당분간 없음

교  

 

리

초등부       당분간 없음
특전 미사 당분간 없음

중‧고등부 당분간 없음새벽 미사 당분간 없음
일반 미사 당분간 없음 성인 예비자 화요일 오후 8시
일반 미사 당분간 없음

고해 성사 당분간 없음중고등부 미사(학생만) 당분간 없음
교중 미사 당분간 없음

성

사

유아 세례 매 2개월 셋째주 토요일 3시 미사 중  
     ***준비모임 셋째주 화요일 오후 8시***청년 일반 미사 당분간 없음 

환자 봉성체 당분간 없음
평일
미사

월 당분간 없음   
수, 목, 금, 토 당분간 없음

혼인 면담 혼인서류 사무실 제출 후 신부님 면담 화, 수, 목, 금 당분간 없음    

◉ 12/7-12/13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대림제3주일)  : 114,000 자선주일(2차) : 33,000

교 무 금 : 12,050,000원  (85세대)

감사헌금 : 김재한(스테파노) 30만, 김혜숙(발레리아) 20만,

          최호용(빈첸시오) 20만, 이정우(마멜띠노) 10만

          박식원(미카엘) 10만, 송영선(시몬) 6만,            

          박춘미(마리아) 5만,             

건축헌금 : 이건호(이냐시오) 10만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공지사항

1. 미사 중단 : 12/8 ~ 12/29

   - 사제.수도자 미사봉헌

   - 개인 미사지향가능 

   - 사무실은 정상 근무

   - 주보는 성당입구에서 가지고 갈 수 있읍니다

2. 성전 개방시간은 종전과 동일

   - 개인 기도.묵상.조배 가능

3. 12/8일부터 성당내 단체모임 중지
  

★ 주일미사 대송 및 비대면 미사 안내

1) 대송 

미사를 참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주일 혹은 의

무참석 대축일에 대송 바치는 것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송방법은 그날(주일이나 의무대축일)의 제1독서, 제2

독서, 복음 읽거나 듣고, 또는 묵주기도를 5단 또는 선

행으로 대신에 할 수 있습니다.

CPBC 평화방송 미사중계 보면서 말씀의 전례에 참여하

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성찬의 전례 때는 믿음 안

에서 마음으로(상상으로) 성체 모시는 신령성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당에 나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여건

이 된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미사에 ‘직접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2) 평화방송 TV  미사 시간

   평일미사 06:00 / 12:00 / 21:20

   주일미사 06:00 / 12:00 / 18:00 / 21:00

★ 판공 성사 안내

거리두기 2.5단계로 12월 17일 집중판공은 

취소되었습니다. 성탄 판공성사는 1월로 변경하며 1월 

한 달 동안 판공 성사 기간입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안내

매일 저녁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주모경’ 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본당 달력 배부 안내

 - 본당에 오시어 세대 당 1부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정산 및 교적 정리 안내   

   금년도 교무금을 정산해 주시고 교적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소가 변동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은행계좌로의 교무금 입금 안내 

본당 교무금 수납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나, 미리 전화  등 

으로 교무금을 책정한 후, 송금 시 꼭 교무금 통장의 성명과 

세례명을 『송금자』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송금 받는 계좌 : 『우리은행』, 『1005-100-369755』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자양동성당』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인터넷) 이용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사무실에 제출        

    - 기 제출하신 분은 향 후 5년간 유효

     (2016년에 동의서 제출하신 분은 내년에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인터넷)를 통한 발급을 권장

 2. 사무실에 발급 신청 :

    - 신청서 제출, 1주일 후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