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의 영육간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미사중단이라는, 우리 성전에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이 이처럼 그리울 줄은, 성전 출입이 봉쇄되니 그 그리움이 더합니다. 시간의 제
약없이 자유롭게 성체조배와 소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었던 지난날들을 하느님께 다
시금 감사드리며 미사 재개와 소공동체 모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 교구는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정부 보건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수용, 당분간 미사 중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
습니다.

비교적 단시간에 미사가 재개되고 교형자매들을 바로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①교무금 납부, ②봉헌금 봉헌,  
③미사지향 접수, ④부활예물 접수 등 여러 가지 문의들이 사목회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①교무금 납부 : 본당 【교무금통장】으로 온라인 납부, 사무실 직접 납부 
               ※많은 교우들이 현재 온라인 납부하시고 계십니다.
②봉헌금 봉헌 : 본당 【경상비통장】으로 온라인 봉헌 가능
③미사지향 접수 : 사무실 방문 접수, 전화 접수는 【별도통장】 계좌이체후 가능
               ※본당 사제·수도자가 드리는 매일미사에 봉헌됩니다 
               ※본당 홈페이지 미사지향자 게재 예정입니다.
④부활예물 접수 : 사무실 접수 가능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일미사” 책은 사무실 앞 무인 판매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동산에서의 개인 기도는 저녁 9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매일 봉헌 드리는 미사에서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
하여 기도드리고 있으며 하루빨리 형제자매들을 뵙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고 계십
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본당 교우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없습니다. 하느님
께 감사드리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위상을 보이며 국위를 선양하
는 국민답게 각자 개인이 수행 가능한 방역수칙들을 지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어
려운 난국 극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당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체온계 준비 등 방역용품들을 구
비하고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방송의 매일미사 시청과 가정에서의 많은 기도시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년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부활을 축하드리며 교형자매 여
러분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미사 재개 여부 등 기타 소식들은 언론매체와 본당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시간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성당에서 뵙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성목요일에   
                                       사목협의회장  백학명 알베르또 드림^^*

★첨부 : 온라인 납부시 해당하는 계좌번호 확인하고 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①교무금통장▶우리은행 / 175-05-028799 /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②경상비통장(봉헌금)▶신협 / 131-012-723785 /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③미사지향 계좌번호는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