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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단체 홍보편람을 펴내며… 
 

찬미예수님! 

 

어느 단체나 조직이던 제반 조직단체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단체 조직에 대한 편람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조직체이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공

동체는 그 규모의 수가 크고, 워낙 다양하기에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활동

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제 단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단체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아

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한다면, 초대교

회 공동체 생활을 나타냈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대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감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본당 단체 홍보편람』을 발간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본당의 다양한 단체들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 단체에 가입하여 봉

사하려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기대를 갖게 하고, 기존의 단체 봉사자들에겐 타 단

체의 이해와 관심을 갖는 건설적이고 유기적인 본당 공동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각 단체들의 최신 내용들이 본 편람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 살아있는 편람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선교 방법과 냉

담 교우를 교회로 부르는 노력, 풍요로운 전례 참여를 위한 본당과 개인 차원의 

준비,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각종 나눔과 봉사활동, 환경과 생태 보

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여

러 단체들에게 본 『본당 단체 홍보편람』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9년 3월 

주임신부 윤용배 라자로 

  

주임신부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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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직도는 교구에서 제시한 조직을 원칙적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나, 일부 본당 상황에 맞게 편제되어 있다. 

2. 상임위원회는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별도로 성전건축준비위원회를 두고 있다. 

3. 조직도는 업무를 고려한 임의의 순서이며, 모든 조직은 본당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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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원회 

 

목적 본당의 대표 자문기구로서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협의, 심의, 집행,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 

임무 ▪ 각 위원회별 당월 활동내용 검토 및 익월 행사 계획 실행 협의 

▪ 각 위원회의 업무 조정 및 심의 

▪ 비정기적인(특별) 본당 차원의 행사 주관 

▪ 교구 혹은 지구 내 행사에 공동체를 대표하여 참석 

위원 

구성 

총회장 ▪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조율 

▪ 임원과 위원회장 구성 

▪ 본당 모든 단체의 복음화계획서 심의 

▪ 본당 예산 수립과 집행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본당 제반 행사 계획 수립 및 협조 

▪ 각 위원회별 모든 행사를 파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 

▪ 상임위원회 회의 기획, 활동 보고서 취합 및 내용 기록 관리 

▪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상임위원회 월례회의 활동 보고서 작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 상임위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상임위원 축일 축하 모임 준비 

위원 ▪ 각 위원회 회장이며 그 역할에 준함 

위원회 

및 

업무 

상임위 ▪ 주임 사제의 사목방침에 준거하여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사목평의회의 재정을 관리함 

기획총무위원회 ▪ 본당 제반 행사 계획 수립 및 협조 

▪ 각 위원회별 모든 행사를 파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  

▪ 홈페이지 관리, 주보, 사진촬영 등 매체와 홍보 활동을 통한 복음화와 영성 전파 

소공동체위원회 ▪ 평신도 신앙 공동체의 기초단위로서 지역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현하고 

가정성화와 이웃사랑의 실천, 교우들의 친교와 신앙성숙을 위하여 활동함 

▪ 모든 교우는 소공동체(반모임)의 회원임 

재정관리위원회 ▪ 본당 예산안 수립·결산, 제세공과금 포함 자산관리 및 재정·자산관련 제반 업무 수행 

▪ 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성당 내 시설 및 안전관리 담당 

제분과위원회 ▪ 미사해설, 독서 등 전례봉사를 통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사 진행을 도움 

▪ 신학생 및 사제, 수도자 후원과 예비신학생 발굴, 지원, 관리 

▪ 모든 교우들의 영적 성숙과 가정의 성화 및 이웃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모임, 성경공부와 각종 

교육행사 기획 및 주관 

▪ 공동체와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도, 대화, 말씀 나눔, 물적 나눔, 노력 봉사 등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 선교와 기도, 교리교육 등을 통하여 쉬는 교우들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청소년위원회 ▪ 청년, 청소년의 친교, 일치, 나눔, 선교, 봉사를 통한 청소년 신앙생활의 활성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본당 내 단체들의 친교, 일치, 나눔, 선교, 봉사를 통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활성화 

성전건축추진위원회 ▪ 별양동 제2성당 부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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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총무위원회 

 

목적 ▪ 본당 운영에 있어서 주임사제와 총회장을 보좌하여,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여 본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임무 ▪ 본당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 본당 공동체의 전신자 참여 행사의 기획, 준비 및 진행 

▪ 매체와 문화예술을 통하여 영성적 홍보 활동 수행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상임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부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회계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소속 

단체 

및 

업무 

총무분과 ▪ 상임위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와 행사 진행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기획분과 ▪ 본당 제반 행사 계획 수립 및 협조 

▪ 기획, 활동보고서 취합 및 내용 기록 관리 

홍보분과 ▪ 주일 교중 미사 동영상 촬영 및 중계 

▪ 본당 홈페이지 관리 

▪ 각종 행사 사진 촬영 및 편집 

▪ 본당 내 조명, 음향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 작업 

▪ 미사 시 동영상 중계 녹화 및 음향 조정 관리 

▪ 본당 또는 제 단체 행사와 홍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과 제작 및 협조 

▪ 본당 내외 중요 행사 시 조명, 음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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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공동체위원회 

 

목적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친교와 신뢰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 전파 및 이웃 사랑 실천으로 가정 성화 실현을 

목적으로 함 

임무 ▪ 지역 소공동체(지역, 구역, 반) 활성화 

▪ 지역장, 구역장, 반장 관리 

▪ 선교 및 이웃 사랑 나눔, 사회봉사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임기 2 년)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 소공동체 행사 기획 및 주관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역할 대행 

▪ 월례회의 시 출석 확인 

▪ 신임 반구역장 임명 접수 및 수여 

▪ 전입교우 환영식 준비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각 분과 담당자들과 필요 시 상호 소통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 병자영성체 일정 작성 

▪ 수녀님 반모임 일정 작성 

▪ 반, 구역장 교육 및 월례회의 준비 

서기 ▪ 반, 구역장 주소록 및 출석부 작성, 정리 

▪ 전입교우 명단 정리 배포 및 환영식, 명찰 준비 

▪ 홈페이지 관리 

▪ 회의록 작성 

회계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업무 지역장,  

구역장,  

반장 

▪ 소공동체위원회 합동 월례회의(매월 첫째 주일)  

▪ 반/구역장 교육 

▪ 반모임 

▪ 병자영성체 봉송 

▪ 성당 대청소 

▪ 주일 미사 전례 봉사  

▪ 지역 판공 및 구역 미사 안내  

▪ 수난감실 성체조배 

▪ 부활, 성탄 대축일 봉사, 부활 계란 나눔 

▪ 전입 교우 방문 및 돌봄  

▪ 본당 행사 지원 

▪ 견진 성사 및 냉담자 회두 권면  

▪ 불우이웃돕기 봉사 

▪ 입교 권면 및 예비자 돌봄 

▪ 봉사자 피정, 송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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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관리위원회 

 

목적 본당 재정·자산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과 본당 제반시설 및 안전관리 담당 

임무 ▪ 본당 수입 및 지출 관리 및 보고, 예산안 수립·결산, 제세공과금 포함 자산관리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재정, 시설, 안전 관리를 총괄하여 주임신부와 사목위에 보고 

▪ 상임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역할 대행 

▪ 월례회의 시 출석 확인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서기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위원들과 소속 단체장 출석상황 확인 및 관리 

회계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소속 

단체 

및 

업무 

재정분과 ▪ 본당 수입 및 지출 현황파악 및 관리, 복음화 예산수립 및 결산, 헌금집계 및 잔고관리, 제세공과금 

포함 자산관리 

성물보급소 ▪ 성물, 영성서, 전례서 등의 판매와 보급을 통하여 신학생의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 

시슬리카페 ▪ 본당 공동체에게 차/커피를 통한 나눔의 장을 제공 

시설분과 ▪ 본당, 사제관, 수녀원의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개선 

▪ 본당 시설의 안전/보안 관리, 전기, 소방, 환경, 주차 관리 등 

마르띠노회 ▪ 본당 시설의 청소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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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분과위원회 

 

목적 ▪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례가 될 수 있도록 미사 진행을 도움 

▪ 교우들의 신앙쇄신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피정을 기획하고 주관함으로써 자신과 가정의 성화, 이웃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돕는 공동체  

▪ 본당 공동체와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나눔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임무 ▪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전례의 동참자이자 주인공으로서 환호로, 찬송으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듣고, 보고, 

침묵하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 모든 교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행사 계획 및 주관 

▪ 소속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율 및 협조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상임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역할 대행 

▪ 월례회의 시 출석 확인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각 분과 담장자들과 필요 시 상호 소통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회계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소속 

단체 

및 

업무 

전례분과 ▪ 교우들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반예절을 합당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봉사  

해설단 ▪ 미사가 경건하게 봉헌되도록,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미사예절 안내 

독서단 ▪ 평일, 주일미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 봉독 

라우디스성가대 ▪ 미사 전례음악을 담당하며, 주일 및 대축일 전례 음악 봉사 

헌화회 ▪ 전례에 맞는 제대 꽃꽂이로 전례의 의미를 전달하고, 거룩한 미사 참례를 도움 

반주단 ▪ 각종 전례에 오르간 연주 등 반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악적으로 장식하는 단체. 신자들이 

전례에 더 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북돋아 주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 

제대봉사회 ▪ 교회의 중심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제단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미사에 필요한 

제의, 제구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애덕을 본받아 회원 상호간의 사랑과 일치를 도모함 

시메온복사단 ▪ 성인복사단으로 미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식 중 사제를 돕고 개인성화에 힘씀 

교육분과 ▪ 견진성사 및 각종 신앙 교육을 통해 교우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움 

가톨릭성서모임 ▪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봉사하는 신심단체 

선교분과 ▪ 천주교를 알리는 홍보와 예비신자가 입교하여 세례식까지의 모든 업무와 신영세자 관리, 쉬는 

교우에 대한 업무 주관 

예비자교리봉사단 ▪ 예비신자들의 입교에서 세례성사, 첫 고해성사 때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단체 

성소분과 ▪ 성소(사제, 남녀 수도자)에 뜻을 두고 있는 자를 발굴 육성하며, 많은 성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씀 

성소후원회 ▪ 사제, 수도자, 예비신학생, 못자리복사단 등 성소에 뜻을 두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및 후원 

못자리복사단 ▪ 초중고 복사단으로 미사 중에 전례를 보조하고 개인성화에 힘씀 

한나회 ▪ 못자리 복사단 복사들의 신앙교육과 복사단 활동을 지원하며 후원 

가정노인분과 ▪ 성가정을 목표로 가족 구성원의 영적성장과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사회복지분과 ▪ 소외된 이웃(질병 및 빈곤, 생계곤란자 등)본당 차원의 나눔의 행사주관 구제, 구호, 위문 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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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위원회 

 

목적 ▪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기획, 자문, 실행 

임무 ▪ 청년과 청소년의 신앙생활과 참다운 인성교육 지원 

▪ 청년의 영적성장 함양, 청년단체의 활성화 도모 

▪ 청소년 주일학교의 활성화 도모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상임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회계 ▪ 월례회의 회의록 작성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소속 

단체 

및 

업무 

청소년분과 ▪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운영하며,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회, 

자모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앙생활 지원 

초등부주일학교 ▪ 초등부 주일학교 운영(타 단체와 협력) 

▪ 학생들의 신앙 및 인성교육(교안작성, 교리교육) 

▪ 교사양성 교육 및 연수 참여(기본, 심화, 전문화과정) 

▪ 어린이 미사 전례보조 

첫영성체교리반 ▪ 첫영성체 대상 어린이들의 교리수업, 세례성사, 첫 고해성사 때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단체 

중고등부주일학교 ▪ 중·고등부 주일학교 운영(타 단체와 협력) 

▪ 학생들의 신앙 및 인성교육(교안작성, 교리교육) 

▪ 교사양성 교육 및 연수 참여(기본, 심화, 전문화과정) 

▪ 중·고등부 미사 전례보조 

초등부자모회 ▪ 초등부 주일학교 행사 및 간식 지원 

▪ 선물준비(부활, 성탄대축일, 어린이날) 

중고등부자모회 ▪ 초등부 주일학교 행사 및 간식 지원 

▪ 선물준비(부활, 성탄대축일) 

청년분과 ▪ 청년들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나눔, 봉사활동 등을 협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청년 

공동체의 발전 지원 

청년연합회 ▪ 청년회 소속 부서 조율, 청년 전체 행사(캠프, 교리, 피정 등) 기획 총괄, 신입청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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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목적 ▪ 평신도사도직간체협의회는 복음적 사도적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수원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무 ▪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 연구 및 홍보 

▪ 본당 평협 단체 등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 강화, 정보 교환 

▪ 사회 복음화를 위한 현실 진단과 복음정신 구현방안 제시 

▪ ‘내 탓이오 운동’, ‘똑바로 운동’,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통한 가톨릭 신자들의 신뢰회복 운동 

위원 

구성 

회장 ▪ 본회의 운영과 관리 책임 

▪ 상임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조율 및 균형 유지 

▪ 위원회 월례회의 주관 

▪ 위원회 소속 단체 자문과 조정 

▪ 임원 구성 

▪ 소속 단체 복음화계획서 작성 심의 

▪ 위원회 예산 수립과 집행 

총무 ▪ 회장 업무 보조 

▪ 각 분과 담장자들과 필요 시 상호 소통 

▪ 회의 소집 및 준비 시 소속단체 연락 

▪ 월례회의 준비(각 단체별 회의자료 취합 등) 

▪ 월례회의 시 전월 회의록 낭독 

▪ 상임위 제출용 활동 보고서 작성 

▪ 본당 지원예산 관련 행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회계 ▪ 회계업무 및 결산보고 

▪ 월례회의시 음료 준비 

소속 

단체 

및 

업무 

노인대학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앙활동과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각종 지식

과 정보를 제공하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단체 

별동축구선교회 ▪ 축구를 통하여 신앙적 교제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본당의 제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

사함으로써 선교하는 단체 

빈첸시오회 ▪ 성금 모금을 통한 불우 이웃 후원금 지원 

▪ 소외된 이웃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배식, 도배, 초·중·고 학생 학업지도 및 노력봉사 

성가정실천모임 ▪ Marriage Encounter 

▪ M.E.교육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하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성령기도회 ▪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

해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단체 

▪ 미사 및 찬미와 기도, 성경 특강, 치유기도 프로그램을 진행 

아시시사진동호회 ▪ 사진을 통하여,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로 회원 상호간의 신앙 및 친교

를 도모하며, 별양동성당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자기계발의 향상 

울뜨레야 ▪ 꾸르실료(3박4일 체험)를 수료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겸손한 평신도 사도로서 이상, 순종, 사랑을 

실천함 

위령봉사회 ▪ 본당 교우의 임종 시에 교회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예절과 절차에 따라 거룩한 장례행사 지원

을 통한 선교 활동 

체나콜로 ▪ 마리아사제운동 

▪ 성모신심을 바탕으로 교우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움 

평화의모후 Cu. ▪ 레지오마리애: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 단원들이 기도와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 활동에 중점 

하늘의문 Cu. ▪ 레지오마리애: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 단원들이 기도와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 활동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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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물보급소 

 

단체명 성물보급소 

목적 ▪ 성물, 영성서, 전례서 등의 판매와 보급을 통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 

주요활동 ▪ 각종 성물 판매 

▪ 성물방은 매 미사 전후에 운영 

▪ 우리 본당 살림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성물 판매소는 다양한 모습의 성물과 생명의 양식인 성경과 가톨릭 

서적들,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을 보급 

단체현황 단체장 최선필 율리아나      (전화: 010-8867-0909) 총원 13명 

주요봉사자   

상급단체 재정관리위원회 재정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모임방법 세례식과 연말 재고정리 

주요행사 세례와 견진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성물보급소 시작 

2016.06.12 ▪ 최선필 율리아나 회장 임명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누구든 환영합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미사의 은총 

▪ 성물과 성서는 자신을 성화시키는 도구이며 하느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이 곳은 사무실 못지않은 우리 본당의 얼굴입니다. 본당 생활에 익숙지 못한 이들에게 성물 

판매소 봉사자들은 안내 역할까지 친절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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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슬리카페 

 

단체명 시슬리카페 

목적 ▪ 본당 신자들의 친교의 장소로, 봉사자들의 수고로 생긴 수익금은 어려운 본당신자 고등학생 자녀 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성전신축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활동 ▪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판매와 친교의 자리 제공. 

단체현황 단체장 권소정 에스텔 (전화: 010-4326-1611) 총원 18명 

주요봉사자 홍재현 로사   (전화: 010-8975-2504)  

상급단체 재정관리위원회 재정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 시슬리 카페 

모임방법 판매수익 및 개선사항 등 회의 

주요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1.02.01 ▪ 시슬리 카페 오픈 

2016.12.11 ▪ 권소정 에스텔 회장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봉사자 결원 시 수시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본당 신자들의 나눔의 자리를 제공하며, 정성스러운 음료 차를 대접함으로써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 

▪ 본 카페의 수익금으로 본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본당에 건축헌금을 봉헌하는 기쁨.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바리스타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음. 

▪ 본당 신자들에게 친교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신앙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음.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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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르띠노회 

 

단체명 마르띠노회 

목적 ▪ 성스러운 미사와 전례 및 행사를 위한 본당 청소 

▪ 깨끗한 성당환경 유지 

주요활동 ▪ 본당 및 유아방 정리정돈 

▪ 화장실 및 복도 청소 

단체현황 단체장 김수정 소피아     (전화: 010-7734-0117) 총원 26명 

주요봉사자 정경금 베로니카   (전화: 010-9803-9335) 박지헌 로사리아 (010-2716-1498) 

상급단체 재정관리위원회 시설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월, 목 아침 9시 · 토, 아침미사 후 

모임방법 자율적으로 청소 

주요행사 연중 1~2회 본당 대청소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청소 모임 시작 

2018.07.08 ▪ 김수정 소피아 회장 임명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본당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본당을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본당 내에서 이뤄지는 미사와 전례 및 행사에 

하느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봉사는 드러내지 않는 것에 더 큰 은총과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띠노회는 본당에서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 입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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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단 

 

단체명 해설단 

목적 ▪ 주례사제, 성가대, 독서자, 신자 공동체 등에 할 일을 미리 알리며 회중과 사제의 관계를 연결하여 전례예절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것. 

주요활동 ▪ 미사 해설: 교중, 주일과 모든 미사 (혼배, 장례 등).   

▪ 전례 해설: 성시간, 십자가의 길, 성삼일 등 

단체현황 단체장 이여옥 실비아  (전화: 010-3017-1796) 총원 12명 

주요봉사자 차정원 데레사  (전화: 010-5502-3596) 홍사옥 아가다, 김종환 암브로시오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사목회의 실 

모임방법 월례회의, 임시 회의(4대 축일과 행사시) 

주요행사 전례 교육과, 피정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해설단 창단 

1998.01.30 ▪ 황경숙 루시아, 김종환 암브로시오 초대 단장 

2016.11.13 ▪ 이여옥 실비아 단장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잠깐!! 저도 하고 있어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전례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주님의 커다란 체험을 통하여  

▪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전례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전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 전례 안에서 살아 숨쉬는 참된 주님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음. 

▪ 당신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있음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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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단 

 

단체명 독서단 

목적 ▪ 살아 있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한편 신자들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연마함으로써 미사 전례 시 효과적인 독서 봉독을 하기 위함. 

주요활동 ▪ 미사 전례 독서 봉사 

▪ 월례회의를 통한 미사 독서 배정, 성경 묵상 및 생활 나눔, 미사경본 연구, 친교를 다진다. 

단체현황 단체장 박홍석 파스칼 (전화: 010-9982-4746) 총원 18명 

주요봉사자 이주경 안젤라 (전화: 010-4915-3243)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평화방 

모임방법 시작기도, 성경말씀 묵상 및 생활 나눔, 미사전례 연구, 익월 독서배정, 공지사항 공유, 마침기도 

주요행사 월례회의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독서단 창단 

2015.12.03 ▪ 윤두선 루치오 단장 임명 

2017.12.26 ▪ 박홍석 파스칼 단장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독서단 수시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성경에 대한 지식 심화 및 묵상을 통한 내적 성장  

▪ 독서 봉독 기술 습득을 통한 효과적인 말씀 선포 능력 배양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본당의 미사 전례 거행 시 말씀 전례의 거룩한 독서 봉독을 담당함으로써 미사를 더욱 풍요롭게 

함.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독서단 매뉴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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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우디스성가대 

 

단체명 라우디스성가대 

목적 ▪ 거룩한 미사를 위하여 시편과 찬미를 성스러운 음악(성가)으로 전례의 한 축을 담당함. 

▪ 신자들의 성화에 기여함 

주요활동 ▪ 주일 과 대축일 미사에서 성가 봉사 

▪ 혼인·장례 미사 성가 봉사 

단체현황 단체장 이규철 베드로  (전화: 010-6235-2297) 총원 26명 

주요봉사자 
차영희 소화데레사  (전화: 010-3204-8842) 

김은미 세실리아 (지휘자),  

정연남 율리아  (전화: 010-8765-9377) 

김광희 요안나  (반주자)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10시, 주일아침 10시~11시, 성가연습실 

모임방법 미사곡 및 성가, 특송, 홍보음악 연습, 기타 연습 

주요행사 월례회의, 연1회 음악 피정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라우디스 성가대 이름으로 창단 및 류덕현 알베르또 신부님 인준 

1998.01.30 ▪ 정연자 갈라 초대 단장 

2019.01.10 ▪ 이규철 베드로 13대 단장으로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주인을 찾습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성가단원은 미사성제에서 성가로써 모든 은총의 10 배를 받음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던 성가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화음 속에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본인과 

신자들의 성화를 이루는 봉사의 기쁨을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기도에 참여함.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본당단체 홍보편람 R1.0 

 

- 27 - 

7. 헌화회 

 

단체명 헌화회 

목적 ▪ 전례 거행에 도움이 되고자 제대 및 필요한 곳에 전례에 필요한 꽃 장식을 하는 것. 

주요활동 ▪ 주일 및 대축일 미사 때 제대 장식 봉헌 

▪ 세례 성사, 견진성사, 첫영성체의 축하 꽃다발 만들기 등 본당 행사에 협조 

단체현황 단체장 안경옥 에메렌시아  (전화: 010-4032-2150) 총원 45명 

주요봉사자 

신지은 비아  (전화: 010-3855-9806) 최지연 아녜스  (전화: 010-8261-2448) 

임경재 안젤라, 이선주 글라라, 김현임 에스더, 윤인영 미카엘라, 이선희 미카엘라, 정명희 젬마, 

정경화 엘리사벳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 / 헌화회실 

모임방법 복음 묵상 및 기도로 봉헌, 헌화회의 월별 오프라인 모임 

주요행사 

헌화회 월 정기모임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 실내 정원 가꾸기: 매주 2회 (수, 목) 

년 1회 헌화회 회원 성지순례 진행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헌화회 창립 

2017.11.12 ▪ 안경욱 에메렌시아 회장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꽃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정성을!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전례에 따른 제대 꽃과 화분을 봉헌하여, 신자들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정성을 드리게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마사와 전례 거행에 있어 꽃과 화분을 통하여 자신의 신심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 별양동 성당에 오시는 신자들이 편안하게 따뜻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실내 정원을 

가꾸면서 소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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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주단 

 

단체명 반주단 

목적 ▪ 성가 반주 봉사를 통하여 미사 및 각종 전례가 원활하고 풍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활동 ▪ 평일미사, 주일미사, 사순시기, 성탄절, 성가대 반주 

▪ 악기가 있는 곳에서 장례미사 반주 

단체현황 단체장 김광희 요안나  (전화: 010-2989-0846) 총원 8명 

주요봉사자 
박수경 실비아  (전화: 010-9013-5660) 김명희 임마누엘라, 김지선 카타리나 

신덕희 안젤라, 양언주 수산나, 김혜진 세실리아, 이유미 스콜라스티카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두 달에 1번 모임 

모임방법  

주요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반주단 창단 

2016.12.11 ▪ 김광희 요안나 단장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오르간으로 성가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때나 성당 사무실에 연락을 주세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성가는 기도의 배가가 되어 미사 참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성당 안팎의 생활에서 활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내가 믿는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과 믿음의 기쁨을 갖기 위함 입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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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대봉사회 

 

단체명 제대봉사회 

목적 ▪ 미사가 봉헌되는 제대와 제단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의 사랑을 본받아 회원 개인의 

성화와 형제적 사랑을 실천한다. 

▪ 성당 내의 제대와 감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주요활동 ▪ 성탄 미사, 부활절 미사, 세례식, 장례 미사, 관면 혼배, 성모신심 미사의 준비와, 성시간, 성수축복 및 제대 제구 

제의의 모든 준비 

단체현황 단체장 박경희 신시아 (전화: 010-6471-1151) 총원 9명 

주요봉사자 
김주현 비비안나 (전화: 010-7695-0741) 신애경 스테파노, 박현정 로사 

석기남 안젤라, 권태연 발렌티나, 권미선 율리아나, 김해정 아가다, 윤승희 수산나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수요일 11시, 회의실 

모임방법 시작기도, 복음말씀, 주간 미사 전례 활동 공유, 나눔, 기도, 수녀님 훈화, 마침 기도 

주요행사 성지순례, 피정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별양동성당 설립과 함께 제대봉사회 설립 

 ▪ 1 대: 김효숙 데레사        2 대: 손현중 마리아       3 대: 안병화 젬마 

 ▪ 4 대: 신애경 스테파니아    5 대: 이명주 크리스티나   6 대: 송정미 안티아 

 ▪ 7 대: 유화주 글라라        8 대: 신애경 스테파니아 

2018.12.09 ▪ 9 대 박경희 신시아 제대봉사회 단장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봉사회 함께 해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미사를 준비하며 평화롭고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미사가 생활화되며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 가정 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정성으로 준비한 미사 전례를 신자들과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모든 미사에 적극 참례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례기간에 맞는 미사준비를 통해 묵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 제대봉사회의 믿음 충만한 자매님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본당단체 홍보편람 R1.0  

 

- 30 - 

10. 시메온복사단 

 

단체명 시메온복사단 

목적 ▪ 미사나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시종으로서, 전례 거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 

주요활동 ▪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및 장례미사 등 본당의 모든 미사 복사 

▪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 복사 

단체현황 단체장 백용현 히뽈리또  (전화: 010-5288-9404) 총원 10명 

주요봉사자 
이준서 클레멘스  (전화: 010-9570-07410 이영준 가브리엘, 최승문 마태오 

김근섭 라파엘, 김종환 암브로시오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전례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첫 주 금요일 19시, 친절방 

모임방법 월례모임 

주요행사 성지 순례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별양동성당 설립과 함께 시메온 복사단 창단 및 류덕현 알베르또 신부님 인준 

1998~2007 ▪ 본당 역대 총회장님 등 어르신 위주로 운영 

2007~현재 ▪ 이대희 대건안드레아 신부님에 의해 개편, 40세 이상 중년 위주 운영 

2019.01.13 ▪ 백용현 히뽈리또 단장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제단 위에서 신부님의 시종으로서 복된 봉사자 초대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매 미사 때 마다 이루어지는 성체 알현과 강복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매 미사 때 마다 이루어지는 파스카의 신비를 제대의 지근 거리에 머물면서 많은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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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톨릭성서모임 

 

단체명 가톨릭성서모임 

목적 ▪ 가톨릭성서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성서 생활화 (Catholic Bible Life Movement)'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소명에 따라 시작된 

이 모임의 목적은 <가톨릭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교육, 전례의 생활화, 말씀의 봉사자 양성 및 선교>입니다. 

주요활동 ▪ 말씀의 봉사자 양성 및 선교 

단체현황 단체장 서윤경 제오르지아    (전화: 010-3110-9297) 총원 5명 

주요봉사자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교육분과,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가톨릭성서모임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주 수요일 

모임방법 성경공부 진행 상황 및 일정 점검 

주요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8.07.08 ▪ 서윤경 제오르지아 대표봉사자 임명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가톨릭 성서모임은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자로 나아가도록 함께 합니다.  

가톨릭 성서모임과 함께 하세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굳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내로 40주간 성경공부와 그룹공부를 통해서 좀 더 심회

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하느님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전례의 중심인 미사성제에 성실한 자세

로 임하며 교회가 정한 성사들을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

서 성사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점차 하느님과의 만남의 기본인 전례생활

에 맛들여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룩한 성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이웃과의 

사랑의 실천으로 보다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한 전례의 생활화이며 

삶 전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 흘러 넘치고 이웃에게 빛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가톨릭성서모임은 일정한 기간 동안 창세기와 탈출기, 마르코과 요한복음의 그룹공부

를 마치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 거룩한 하느님의 제단에서 선서를 하며 말씀의 봉사자로서 

살아가며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봉사자가 됩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가톨릭성서모임: http://biblemove.com/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있음 공식 연혁  

기타 ▪  

 

  

http://biblem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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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자교리 봉사단 

 

단체명 예비자교리 봉사단 

목적 ▪ 예비신자들이 입교, 세례성사, 첫 고해성사 때까지 전과정을 봉사하여 새신자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봉사 

▪ 단원은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성화를 이룸. 

주요활동 ▪ 입교식 및 세례식 준비 

▪ 예비자 교리 수업 준비 및 지원 

▪ 새신자의 첫 고해성사 지원 

단체현황 단체장 윤숙진 안젤라    (전화: 010-7757-4680) 총원 4명 

주요봉사자 박지현 로사리아, 김진아 첼리나, 박현미 엘리사벳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선교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모임방법 교리봉사 준비사항 및 일정 확정 

주요행사 월례회의, 연2회 성지순례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창단 

 ▪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예비자교리봉사단에서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예비신자들의 교회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하느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음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너희는 온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신자는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봉사로써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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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신학생모임 

 

단체명 성소후원회 

목적 ▪  교구의 사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성소를 잘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주요활동 ▪  본당과 제2대리구 예비신학생 모임에 참석 

▪  주일과 대축일 미사 복사 

단체현황 단체장 전형서 미카엘 (전화:010-4086-7871)  총원 7명 

주요봉사자   

상급단체 성소분과, 제분과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중등부 대리구 모임: 매월 3째주 주일 14:00 지구별 

고1학년 대리구 모임: 매월 첫째주 주일 10:00 제2대리구청 

고2학년 대리구 모임: 매월 4째주 주일 10:00 제2대리구청 

모임방법 월례모임, 교구 학사님들이 수업 준비하심  

주요행사 성소주일행사, 예비신학생 서약식, 피정, 본당 예신 모임, 대리구 예신 모임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3.01 ▪ 별양동본당 설립과 함께 활동함 

2003.09.19 ▪ 별양동성당 출신 첫 사제 주현하 요한사도 수품 

2008.08.22 ▪ 한정욱 베드로 신부 수품 

2010.07.08 ▪ 김지민 야고보 신부 수품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사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우리 함께 해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낌 

▪ 신학생이 되기 위한 고민을 통해 신앙심이 성장함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신부님, 학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사제로서의 길을 고민해 볼 수 있다. 

▪ 성소에 뜻이 있는 수원교구의 친구들과 매월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주일과 대축일 미사 때마다 복사를 설 수 있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2018 성소주일 가톨릭대학교 방문                 2018 예비신학생 서약식 

 

 

 

 

 

 

 

 

 

 

 2019 본당예신모임에서 가졌던 빙어낚시        2017 예신서약식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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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소후원회 

 

단체명 성소후원회 

목적 ▪ 성소(사제, 남녀 수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함에 따른 후원 및 기도를 통해 보다 많은 성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활동 ▪ 신부님, 수녀님, 예비 신학생, 못자리 복사단,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봉헌 및 기도 

▪ 성소후원회 회원 모집과 모금 

단체현황 단체장 강옥식 가브리엘라  (010-8928-3100)  총원 178명 

주요봉사자 이수희 모니카 (010-5578-4000) 이혜자 데레사  (010-5141-1154)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성소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제1교실 

모임방법 미사 봉헌 및 묵주 기도 

주요행사 성소후원회 회원 모집과 접수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6.04.01 ▪ 성소후원회 설립, 윤용배 라자로 신부님 인준 

2016.06.12 ▪ 강옥식 가브리엘라, 초대회장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성소후원회 회원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신부님, 수녀님, 예비 신학생, 못자리 복사단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 더불어 자신의 

믿음이 확고 해집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사제와 수도자 성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하지만 매년 사제와 

수도자의 지원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소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2019 별양동 성당 예비신학생                2018 성소주일에 문희종 주교님과 함께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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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못자리 복사단 

 

단체명 못자리 복사단 

목적 ▪ 복사들이 미사 중에 전례를 보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도록 한다. 

▪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주요활동 ▪ 미사와 교회 예식의 보조  

단체현황 단체장 김준 요한 세레자 (전화: 010-3750-0847) 총원 31명 

주요봉사자 
부단장 김지형 베네딕토 외 조예원 스텔라, 정찬영 미카엘, 김승현 프란치스코,  

임준영 레오 중등부대표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성소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 주 토요일 17시 30분 강당(첫 주 가정주일 제외) 

모임방법 주회의, 복사 봉사 일정 짜기, 묵주기도 

주요행사 복사학교, 복사단 단합대회 및 나들이, 전레교육, 신입 복사 모집 및 교육, 성경경시대회 참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설립과 함께 창단, 류덕현 알베르또 신부님 인준 

2019.01.13 ▪ 김준 요한세례자 단장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첫 영성체 교리를 받고 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을 복사단으로 초대합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미사 때 마다 제대에 올라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은총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신부님과 선후배 간의 우정과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약속의 소중함과 규칙 준수를 통하여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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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나회 (못자리복사단 자모회) 

 

단체명 한나회 

목적 ▪ 별양동 못자리 복사들의 신앙교육과 복사단 활동을 지원하며 후원한다. 

▪ 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성화와 성소 계발에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 ▪ 월 1회 월례회의 겸 기도모임 

▪ 단원들 행사 지원, 복사단복 세탁, 간식 준비, 재정 지원 

단체현황 단체장 공현주 로렌시아  (전화: 010-3750-0847) 총원 27명 

주요봉사자 
부단장 김진아 첼리나, 총무 박현정 로사, 학년대표 이명희 안나, 구자은 율리안나,  

양정현 미카엘라, 이주혜 아네스 

상급단체 제분과위원회 성소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첫 주 화요일 20시 20분 강당 

모임방법 시작기도, 안건 나눔, 신부님 말씀, 마침기도  

주요행사 복사단의 활동과 행사 지원 및 후원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못자리복사단 설립과 동시에 단원들 후원회로 현재에 이름 

2019.01.30 ▪ 공현주 로렌시아 단장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첫영성체 아이들 복사단원을 모집합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어머니들과 단원들 새벽미사를 통해 인내심과 부지런함, 약속시간 잘 지키는 연습 무엇보다 

단원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자라는 은총이 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복사단원 어머니들의 의무가입으로 단원들을 도우며 성장시키는 보람이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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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등부 주일학교 

 

단체명 초등부 주일학교 

목적 ▪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 세~13 세 초등부 아이들의 미사와 

교리를 진행하며 신앙적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것. 

주요활동 ▪ 미사 (매주 토 16:00) 

▪ 교리 (매주 토 15:00) 

단체현황 단체장 김정아 에스텔 (전화: 010-8851-7890) 총원 8명 

주요봉사자 
백현주 엘리사벳, 정난아 노엘라, 서동재 티모테오, 김경하 루시아, 박유정 엘리사벳,  

이재은 로자리아, 김다빈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목요일 10:00 교사 회합(교사실) 

매주 토요일 14:00 교리 및 미사 준비 (교사실), 

13:00 주일 학교 반별 교리 수업 (친절방, 사랑방, 진실방, 평화방, 기쁨방, 온유방, 

유아실, 강당) 

모임방법 교사실에서 회합 

주요행사 부활 행사, 여름신앙학교, 은총 잔치, 성탄제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개교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 성숙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배울 수 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하느님의 학교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느님이야기를 전달하며 배움의 기회를 함께 느껴 

볼 수 있다. 

▪ 아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초등부 교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https://www.instagram.com/assisi_star_sheep/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https://www.instagram.com/assisi_star_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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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영성체 교리반 

 

단체명 첫영성체 교리반 

목적 ▪ 초등학교 3 학년-6 학년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첫영성체를 하기 위한 교리를 진행한다. 

주요활동 ▪ 어린이 교리 (주1회) 

▪ 부모 교리 (주1회) 

단체현황 단체장 조인숙 스텔라 (전화: 010-8867-0909) 총원 8명 

주요봉사자 최경희 유스티나 (010-6251-0601) 방미경 마리아 (010-9424-7448)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부모 교리: 수 11:00-13:00, 20:00-22:00, 토11:00-13:00 

어린이 교리: 목 17:00-19:00 인내방, 친절방, 기쁨방, 사랑방 

모임방법 각 교리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2시간 교리 수업 진행/ 교사 회합 주 1회 1시간 

주요행사 우리들의 다짐식(3월), 첫영성체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10.12 ▪ 본당 첫영성체 

2003.03.01 ▪ 첫영성체 가정교리반 시작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첫영성체 가정교리반 교리교사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하며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교리를 하며 자신의 신앙 쇄신의 계기가 된다 

▪ 하느님 안에서 어린이들, 부모님들 또 다른 교리 교사들과 함께 하며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

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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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고등부 주일학교 

 

단체명 중고등부 주일학교 

목적 ▪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하여 알아가며 사랑을 나눈다. 

주요활동 ▪ 중고등부 미사(매주 토 19:30) 

▪ 교리(매주 토 18:00) 

단체현황 단체장 김대길 발렌티노  (전화: 010-5920-5790) 총원 6명 

주요봉사자 김은지 칸델라, 한새봄 발렌티나, 이경아 글로리아, 김안나 안나, 이종석 테오도로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토요일 18:00 성가연습실, 사랑방, 친절방, 평화방, 기쁨방 

모임방법 교사실 회합 

주요행사 여름신앙학교(8월), 겨울피정 (1월)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 설립과 함께 개교 

 ▪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써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하느님의 학교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 학생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중고등부 교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https://www.instagram.com/assisi_star_sheep/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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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등부 자모회 

 

단체명 초등부 자모회 

목적 ▪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 미사와 교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주일학교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줌. 

주요활동 ▪ 주일학교 학생들 간식 준비(미사 전후) 

▪ 부활절, 체육대회, 여름신앙학교, 성탄절에 식사 등 이벤트(선물) 준비 

단체현황 단체장 최경희 유스티나 (전화: 010-6251-0601) 총원 70~80명 

주요봉사자 총무: 정명석 모니카 월별 팀장 (10명)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금요일 오후 8시, 강당 (예정) 

모임방법 1달에 한번 기도모임 방식 

주요행사 매주 간식 준비(가정주일, 주일학교 방학 제외)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초등부주일학교 개교와 함께 창회 

 ▪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우리 아이들 성당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자모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가정과 주일학교 교리가 잘 연계되면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깊이 있게 유지할 수 도록 

하는 은총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주일학교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도 필요하고 물적 양식도 필요하다고 생

각됨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물적 양식을 채워 주기 위해 자모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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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고등부 자모회 

 

단체명 중고등부 자모회 

목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중고등부 미사와 교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중고등부 주일학교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줌. 

주요활동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간식 준비(미사 전후) 

▪ 부활절, 체육대회, 여름신앙학교, 성탄절에 식사 등 이벤트(선물) 준비 

단체현황 단체장  총원  

주요봉사자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모임방법 1달에 한번 기도모임 방식 

교실 매주 간식 준비(가정주일, 주일학교 방학 제외)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초등부주일학교 개교와 함께 창회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중고등부 학생들의 성당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자모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가정과 주일학교 교리가 잘 연계되면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깊이 있게 유지할 수 도록 

하는 은총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주일학교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도 필요하고 물적 양식도 필요하다고 생

각됨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물적 양식을 채워 주기 위해 자모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 

매뉴얼 

첨부여부 

단체 회칙 없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주요행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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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룩스메아 

 

단체명 룩스메아 (라틴어 Lux Mea Domine, 주님은 나의 빛의 줄임말) 

목적 ▪ 부모들이 자기성찰 및 내적 복음화(영적쇄신)으로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작의 변화를 통해 주님 

안에서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소공동체 

▪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숲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함 

주요활동 ▪ 묵상과 함께 기도, 희생, 봉헌을 주제로 한 영성 강의 피정(오전동 제2 대리구청) 

▪ 자녀와 가정을 봉헌하며 묵주기로를 바치는 기도모임(각본당) 

단체현황 
단체장 

최경희 유스티나(010-6251-0601), 

양정현 미카엘라(010-3793-6278) 
총원 

금요기도모임(10명),  

토요기도모임(10명) 

주요봉사자 신승혜 아나스타시아 채미경 세실리아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분과 

모임 시간 및 교실 금요기도모임(사랑방 오전 10시) , 토요기도모임 (성체조배실 오후 3시) 

모임방법 매주 목요일 제2대리구청 (영성강의 피정, 체험발표, 미사) 매주 금·토 본당 기도모임 

주요행사 상반기 하반기 교구 팀장교육과(2/23, 9/21), 본당기도모임전원 전체연수 및 피정(3/30, 12/7)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05.12.08 ▪ 룩스메아 창단을 위한 첫 준비모임(수원교구) 

2005.12.15 ▪ 룩스메아 창단 모임 

2006~2009  ▪ 파견피정 운영 

2010~2013 ▪ 고정된 피정(목요피정)으로 전환 

2014 ▪ 목요피정에 기도 추가/묵상 CD 발매 

2015 ▪ 본당으로 기도모임 파견시작/전체 피정시작/ 22 개 본당 24 개팀 

2016 ▪ 목요피정 35 회/28 개본당 36 개팀/전체 연수 시작/블로그 오픈 

2017 ▪ 목요피정 40 회/31 개본당 39 개팀/별양동성당 금요기모임 시작(10 월) 

2018 ▪ 목요피정 17 회/29 개본당 36 개팀/별양동성당 토요기도모임 시작 (6 월)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자녀를 둔 본당의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두 손 모아 기다립니다. (나이제한 없음)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부모의 자기성찰과 영적인 쇄신으로 자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저마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녀의 육 적인 성장을 위해 보살핌과 사랑을 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혼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혼자 할 때 보다 함께 할 때 

기도의 힘은 더 커집니다. 교구내 네트워크 기도공동체로써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https://blog.naver.com/luxmea2005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있음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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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년연합회 

 

단체명 청년연합회 

목적 ▪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과 친목을 도모하고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기 위함 

▪ 청년미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가대와 전례부를 맡고 있음 

주요활동 ▪ 청년미사 준비(성가대, 전례부) 

▪ 기도모임, 성서모임 등 

단체현황 단체장 유성종 야고보  (전화: 010-8343-0868) 총원 36명 

주요봉사자 이우진 소화데레사 한경구 레오 

상급단체 청소년위원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주일 15:00~18:00 성가대실 

모임방법 기도모임, 성가대 연습 

주요행사 여름캠프, 신부님 교리, 아가페 등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본당설립과 함께 창회 

2019.01.13 ▪ 유성종 야고보 회장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신입 청년과 반주자 구합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주님 곁에서 청년들의 화목하고 즐거운 활동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서로에게 의지도 하면서 도움이 되고. 

▪ 같은 또래 친구들과 친목을 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 성가대도 서면서, 노래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 신앙 생활을 활발하고 즐거운 환경안에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 신부님의 교리를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더 깊이 알아가고 

▪ 성서모임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 미사가 끝나고 다같이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https://www.instagram.com/raon_gwacheon/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준비중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https://www.instagram.com/raon_gw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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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대학(실버아카데미) 

 

단체명 노인대학(실버아카데미) 

목적 ▪ 하느님 사랑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돈독히 한다. 

주요활동 ▪ 성경공부 (수원교구 여정 봉사자 파견) 

▪ 영성강의 및 활동반 운영, 상하반기 각 1회 단체 성지 순례 

단체현황 단체장 장영순 젬마 (전화: 010-2780-5655) 총원 48명 

주요봉사자 김종환 암브로시오 손현중 마리아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노인대학연합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목요일 10시 ~ 1시, 강당 및 평화의 방 

모임방법 
오전 9시 30분부터 출석 확인, 10시 여정공부 시작, 11시 영성강의 및 활동, 12시 점심 식사 후 

종결 

주요행사 매주 성경공부, 점심식사 대접, 상하반기 외부 나들이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1.03.11 ▪ 노인대학 설립, 김승호 요셉 신부님 인준 

2011.03.11 ▪ 초대 학장 조동세 바오로 임명 

2013.03.03 ▪ 제2대 학장 임홍규 베드로 임명 

2015.03.08 ▪ 제3대 학장 장영순 젬마 임명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노인대학 학생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노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며, 정기적인 출석을 통해 신체 활동을 하게 되어 삶이 전반적으로 활기차질 수 있음.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본 단체 활동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의 사랑안에 머물게 되며,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노년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운영정관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여름/겨울방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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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동축구선교회 

 

단체명 별동축구선교회 

목적 ▪ 축구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로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친목을 도모함 

▪ 별양동성당 제반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봉사 및 대외 경기 출전으로 신앙적 결속을 다지고 선교함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 

주요활동 ▪ 매주 토요일, 주일의 2회 축구 정기 모임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축구 모임 

▪ 부활절, 성탄절 맞이 본당 청소 참여 

▪ 매년 12월 첫 주일 본당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  

▪ 본당의 주요 야외 행사 등 봉사 참여 

▪ 매년 수원교구 제2대리구 축구 대회 참여 (대리구장배, 영성신부배, 회장배 등 대회) 

단체현황 단체장 김영찬 라파엘     (전화: 010-2015-9678) 총원 55명 (비신자 10명 포함) 

주요봉사자 윤부열 클레멘스   (전화: 010-9959-5082)  천용호 프란치스코 (전화: 010-2670-4758)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제2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1. 토요일 문원동 풋살장 (08:00 ~ 10:00), 2. 주일 청계초등학교 (08:00 ~ 10:00) 

모임방법 

준비 운동, 30분 단위 4쿼터 자체 경기 (사평리그 - 사랑, 평화 2개팀 경기 운영),  

마무리 운동, 초보자를 위한 축구 지도, 신앙 및 선교(회두, 영세) 상담 

운영진: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 코치 2명 

주요행사 매주 2회 모임, 국경일 모임, 대외 대회 참가, 본당 행사 봉사, 어르신 식사 대접 등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02.04.07 ▪ 별동축구선교회 설립, 회원 22 명 (초대회장: 천용호 프란치스코) 

2009.11.01 ▪ 청계초등학교: 주일 축구경기장으로 사용 시작 

2017.06.11 ▪ 수원교구 안양대리구 영성신부배 대회: 준우승 

2018.11.18 ▪ 수원교구 제 2 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장배 대회: 우승 

2018.12.02 ▪ 본당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별동축구선교회 신입회원 모집(수시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심신 단련 및 회원간의 친교 도모 

▪ 본당 행사 봉사, 대외 대회를 통한 신앙심 고양 및 선교 활동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실력과 무관하게 가입하여 함께 즐기는 축구 

▪ 사랑, 평화 2개팀 사평리그의 매주 치열한 축구 열정 (국경일은 컵대회 운영) 

▪ 자신 및 가족과 본당을 이어주는 신앙 매개체로서의 별동축구선교회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별동 밴드, 별동 카톡 – 회원 추천으로 가입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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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첸시오회 

 

단체명 빈첸시오회 

목적 ▪ 본회는 자신의 애덕 생활을 증진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는 활동에 형제적 참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애덕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 ▪ 가정방문 및 생활비전달, 노숙자 급식봉사, 교도소 미사참례 및 반모임 등 교정봉사 

▪ 성금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 후원 및 노력봉사 

단체현황 단체장 김묘성 율리안나   (전화:010-9363-7825) 총원 8명 

주요봉사자 
이미정 율리안나, 최진호 베드로간시오, 박선희 베로니카, 이영봉 바오로, 최종균 안토니오,  

한선남 안토니아, 권정인 힐데가르다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8시, 3교실 

모임방법 월2회이상 대면회합 

주요행사 수원교구 빈첸시오 축일행사, 회원 피정, 오자남 정기총회, 후원회원 모집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9.07 ▪ 별양동성당 빈첸시오회 설립, 임봉주 하상바오로 초대회장 

1999.03.20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수원 중앙이사회 인준(지도신부 조욱현 토마) 

2000.11.01 ▪ 서정국 안드레아 2대 회장 임명 

2003.04.01 ▪ 이해옥 데레사 3대회장 임명 

2006.02.01 ▪ 김재선 데레사 4대회장 임명 

2007.02.01 ▪ 최진호 베드로가니시오 5대회장 임명 

2009.04.01 ▪ 김명옥 파비올라 6대회장 임명 

2012.11.01 ▪ 최진호 베드로가니시오 7대회장 임명 

2016.09.01 ▪ 김묘성 율리안나 8대회장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샘물이 되어주세요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요한복

음13:35)이라는 말씀처럼 빈첸시안들은 회합과 활동을 통해 영적 성장과 공동체안에서의 소명을 

실천하며 복음선포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은총을 함께 합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고, 인격적 존중과 우정을 이어가며 그리스도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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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가정실천모임(ME) 

 

단체명 성가정실천모임(ME) 

목적 ▪ 부부 영성을 통하여 성당 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 주님안에서 성가정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활동 ▪ ME 주말, 쇄신주말, ME부부 피정, 약혼자 주말 소개 및 참여하기 

▪ ME 쉐어링(야외 쉐어링, 가정 쉐어링) 

단체현황 
단체장 

유윤종 가브리엘   (010-9787-3100) 

강옥식 가브리엘라 (010-8928-3100 
총원 24명 

주요봉사자 홍준석 라우렌시오 (010-6755-4868) 홍수월 베로니카 (010-2885-4868)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매리지 엔카운터 수원협의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8시 강당  

모임방법 합동 쉐어링 및 팀별 쉐어링 (형님조, 아우조) 

주요행사 결혼 기념일 부부를 위한 생미사, 월 쉐어링, 안양2지구 체육행사, 교구 ME 창립 기념 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8.16 ▪ 과천에서 분당 초대 대표 (김상섭 임마누엘, 주미숙 마리엣다) 

2007.10.01 ▪ 5 대 대표 (박인호 요한사도, 김옥희 데레사) 

2009.10.01 ▪ 6 대 대표 (박재식 미카엘, 조천숙 안젤리카) 

2011.10.01 ▪ 7 대 8 대 대표 (박홍석 파스칼, 구본임 글라라) 

2015.10.01 ▪ 9 대, 10 대 대표 (유윤종 가브리엘, 강옥식 가브리엘라)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부부는 작은 교회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보람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속하게 합니다. 

▪ ME 는 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성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함 

▪ ME 는 혼인한 부부들이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하기위한 부부일치 운동입니다. 

▪ ME 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 ME홍보 3분용: https://youtu.be/kvVzxpFDitA 

▪ 메리지엔카운터 샌드아트 영상: https://youtu.be/uErBbdy_V1Y 

▪ ME주말 소개 영상: https://youtu.be/K6NHATdNU8A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https://youtu.be/kvVzxpFDitA
https://youtu.be/uErBbdy_V1Y
https://youtu.be/K6NHATdNU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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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령기도회 

 

단체명 성령기도회 

목적 ▪ 성령쇄신 운동을 통하여 본당 교우들의 성화를 돕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사를 충만이 받도록 

함께 기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 ▪ 본당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기도회(강당) 

▪ 수원교구 밤샘기도회(매주), 안양지구 금요기도회(매월) 

단체현황 단체장 양정아 루피나 (전화: 010-6736-0870) 총원 30명 

주요봉사자 백승옥 데레사 (전화: 010-4712-4027) 전교진 레미지오 (전화: 010-5241-9621)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0분, 강당  

모임방법 찬양과 기도 

주요행사 본당 성령기도회, 치유세미나, 성령세미나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과천 모 본당으로부터 별양동 성당 신설시, 별양동 성당 성령기도회로 독립 기도회 시작 

 ▪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성령 기도회는 오아시스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기도 생활, 신심활동, 성경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음 

▪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음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성령 체험의 길이 된다. (살아 계신 성령 하느님을 체험) 

▪ 치유와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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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시시사진동호회 

 

단체명 아시시사진동호회 

목적 ▪ 사진을 통하여,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로 회원 상호간의 신앙 및 친교를 도모하며, 

별양동성당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자기계발의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활동 ▪ 별양동성당 행사의 활동 기록에 적극 참여하고 제작 수집된 사진작품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별양동성당 온/오프

라인 등에 홍보하고 기록으로 남김. 

▪ 매월 회원들의 사진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출사 

▪ 매년 회원들의 사진 예술작품을 선발하여 사진 전시회를 개최 

▪ 회원들과 사진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사진 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 강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 

단체현황 단체장 박홍석 파스칼     (전화: 010-9982-4746) 총원 26명 

주요봉사자 진종복 글래도     (전화: 010-3432-1604) 윤미경 아녜스    (전화: 010-8992-2235)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수원가톨릭 사진가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주 주일 오후2시, 평화방 

모임방법 본당 행사 사진 촬영논의, 한달 동안의 촬영 작품에 대한 품평회, 초보자를 위한 사진강의 

주요행사 월례회의, 월 1회 출사, 연 1회 이상 사진 전시회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2.09.01 ▪ 아시시사진동호회 설립, 회원 22명 (초대회장: 류만근 다비드) 

2016.12.11 ▪ 제1회 사진전시회 개최 (12.11 ~ 12.31) 

2017.12.10 ▪ 제2회 사진전시회 개최 (12.10 ~ 12.31) 

2018.12.09 ▪ 제3회 사진전시회 개최 (12.09 ~ 12.30) 

2018.12.09 ▪ 정기총회 및 제2대 회장 박홍석 파스칼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아시시사진동호회 신입회원 모집(년 2 회 상, 하반기 모집)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사진을 통한 하느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는 능력 향상 

▪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사진을 기록함으로써 성인의 삶을 본받음.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본당의 주요 행사 및 제 단체 활동을 역사 기록물로 남김. 

▪ 전례 사진의 홈페이지 게재로 신자들의 신앙심 고취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성당카페: https://cafe.naver.com/bydchurch1/menu/137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https://cafe.naver.com/bydchurch1/menu/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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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울뜨레야 

 

단체명 울뜨레야 

목적 ▪ 꾸르실료 운동의 정체성 유지 및 촉진발전을 목표로 수원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준수, 신심의길, 공부의길, 사도적 활동의 길에 대한 체험 나눔을 통한 크리스챤 리더로의 성장발전 추구 

주요활동 ▪ 꾸르실료 정체성 확립/내실 추구      Pre~꾸르실료~Post 피정과정 정착 

▪ 솔선수범 사명감 투철하고 겸손한 봉사자 양성 및 확충 

단체현황 단체장 김영수 루가 (전화: 010-9312-5998) 총원 활동인원 29명 

주요봉사자 
부간사 김근섭 라파엘, 서기 공현주 로렌시아, 

회계 조선미 아네스 

요한팀 이동화 미카엘, 데례사팀 조민자 루시아, 

체칠리아팀 이석희 아가다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울뜨레야 

모임 시간 및 교실 월례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0시30분, 평화방 

모임방법 
남성 요한팀회합: 매월세째주 목요일 20시 사랑방 

여성 데례사팀/체칠리아팀 회합: 매월첫째주 토요일 11시 헌화방 

주요행사 
꾸르실료피정(년중): Pre(본당,기도)~꾸르실료(4일,죽산영성관)~Post(2일, 죽산영성관) 

월례회/팀회합(월1회), 울뜨레야대회(년1회), 생미사(월1회), 우정시간(월1회), 아가페(년1회)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30 ▪ 과천성당에서 분가 별양동성당 초대 이두배 아우스딩 

 ▪ 2대  정연자 갈라   3대 김종환 암브르시오   4대 이청길 유스티노   5대 주미숙 마리엣다 

 ▪ 6대  안병화 젬마   7대 신은숙 엘리사벳     8대 이석희 아가다     9대 황점수 베드로 

2019.01.13 ▪ 10대 김영수 루가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발전을 위한 함께 기도 드립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회원들의 믿음 생활 중에 나태해지려 할 때, 주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지속적인 체

험 나눔으로, 샘솟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은총이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울드레야는 사랑과 책임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 하나 됨으

로서 순명과 희생, 나눔과 겸손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회심하여 환경의 복음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기도와 공부를 하며 사랑의 작은 도구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있음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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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령봉사회(연령회) 

 

단체명 위령봉사회(연령회) 

목적 ▪ 본 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옮아 

가기 위하여 모든 성인 통공의 믿음 안에서 고인(故人)에 대하여 기도와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상가

(喪家)를 정성껏 돌봐주어 죽음과 부활의 빠스카 신비를 드러내어, 비신자인 경우에는 입교를, 쉬고 있는 교우는 

회개를, 또한 우리들은 신앙의 심화를 이루며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교회발전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 ▪ 선종자를 위한 장례봉사 및 선종자를 위한 상장례 예절 

▪ 선종자의 염습, 입관 봉사 

▪ 출관, 장례미사, 장지수행 등 

▪ 연옥영혼을 위한 연도  

▪ 환자방문 및 임종 전후 기도 일체 

단체현황 단체장 김복희 안젤라 (전화: 010-9013-0831) 총원 49명 

주요봉사자 홍사옥 아가다 (전화: 010-2713-2276)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쳬협의회, 교구 연령회 연합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1시 20분, 강당  

모임방법 월례회의와 연도 

주요행사 장례 봉사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8.01.21 ▪ 연령회 설립, 초대회장 안여일 데레사 

 ▪ 2대 홍사옥 아가다   3대 박창옥 데레사   4대 김명옥 파비올라   5대 이영준 가브리엘 

2011.12.01 ▪ 위령봉사회 회칙 제정 (2012.1 월 시행) 

2018.11.11 ▪ 6대 김복희 안젤라 회장 임명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 ‘복음의 기쁨’ 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선종하는 이들을 위해 임종, 입관, 출관, 장례미사 등을 도움으로써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고 

이를 통해 간접 선교에도 한몫을 합니다.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제반 선종 봉사에 참가하고, 선교와 상호 친목을 통하여 공동체의 

단합과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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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단체명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목적 ▪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를 통해 주신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원의(原義), 곧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체나콜로를 확산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성모신심 단체입니다. 

주요활동 ▪ 본당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오후반) 저녁 8시 20분, 매주 목요일 (오전반) 아침 11시 

▪ 본당 매달 백단 기도: 첫째주 월요일 10~4시 

▪ 교구 월례회의: 매달 넷째주 화요일  

▪ 교구 봉사자 교육: 매달 셋째주 월요일 

단체현황 단체장 서윤경 제오르지아 (전화: 010-3110-9297) 총원 18명 

주요봉사자 김희자 소화데레사 (전화: 010-2967-5313)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체나콜로 봉사회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주 화요일(오후반) 저녁 8시 20분, 매주 목요일 (오전반) 아침 11시/유아방 

모임방법 묵주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성모님께 봉헌기도 

주요행사 기도모임, 백단 기도, 교구 월례미사, 봉사자 교육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2018.07.08 ▪ 본당 윤용배 라자로 주임신부 인준 

2018.07.08 ▪ 서윤경 제오르지아 초대 회장 임명 

 ▪  

 ▪  

 ▪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 체나콜로(다락방)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자!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체나콜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과 돌보심을 체험 

▪ 성모님의 도움으로 마음과 생활이 바뀌고 기도와 성사 생활에 맛 들이게 됨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의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 두번째 성령강림을 준비하는 기도모임이기 때문이다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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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레지오마리애 

 

단체명 레지오 마리애 

목적 ▪ 레지오 마리애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며 우리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으며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 성모님과 교회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적극 협력하여 궁극으로는 그리스도 왕국을 세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주요활동 ▪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1주일에 한번 1시간∼1시간30분 정도의 회합을 가지며 주간에 있었던 활동에 대하여 보

고를 하고 또 활동 배당을 받습니다.  

▪ 꼰칠리움의 승인과 교본이 명시하는 규정의 범위안에서 해당 교구장과, 주임 사제의 지도에 따라 단원들에게 알

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 봉사와 카톨릭 활동을 전개합니다.  

▪ 구체적인 예로서, 본당협조(가정방문, 전례봉사, 교리반 지도, 선교 활동), 외인 입교 권면, 냉담자 회두 권면, 환

자 방문, 선종 교우 돌보기, 레지오 확장, 환경 미화, 소외된 사람 방문 등등입니다.  

▪ 물질적인 지원, 봉사, 정치적 활동, 상 행위는 일체 배제되며 전 세계적으로 레지오의 일치를 위해 교본과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활동합니다 

조직 ▪ 가장 기본 단위 조직은 라틴어로 '특수임무를 띤 파견대'라는 뜻의 쁘레시디움(Praesidium)이며 일반적으로 간부 

4명을 포함하여 6∼15명으로 이루어지고 단원수가 증가하면 분단합니다.  

▪ 쁘레시디움(Praesidium)의 관리기관으로서 꾸리아(Curia), 그 위의 꼬미시움(Comitium), 그 위의 레지아(Resia) 

또는 세나투스(Senatus)와 그 위 최고 통솔 관리기관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우리나라는 1953년 5월31일 목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광주 세나투스, 서울 세나투스, 대구의 꼰치리움 직

속 레지아로 크게 나누어지고, 2만 9구천여 Pr.과 행동 단원 약 29만명, 협조 단원 약 25만명(2000년 8월 현재)

에 이릅니다. 전 세계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행동 단원만 약 300 만명입니다. 

단체현황 
본당 꾸리아 

평화의 모후 꾸리아 산하 쁘레시디움 13개 Pr. 

하늘의 문 꾸리아 산하 쁘레시디움 9개 Pr.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가입 

단원자격 

▪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우는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과 행동 단원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교우.  

▪ 18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그 후보자가 정식 단원으로 등록되려면 적어도 3개월 동안(매주 1회의 회합과 활동)의 충분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단원신청 
꾸리아 간부, 쁘레시디움 간부, 가까운 레지오 단원 및 성당 사무실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하여 신청바랍니다 

회원 

모집 

안내 

모집공고 제목 기도, 활동, 봉사로 하느님께 영광을! 

활동하며 받는  

특별한 은총 

▪ 성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레지오 단원이 선종하면 즉시 미사 봉헌, 레지오 장으로 장례, 11월 위령성월에 죽은 레지오 단

원들을 위한 미사 봉헌, 협조단원과 더불어 모든 레지오 단원이 매일 죽은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

여 기도 

본 단체에서 활동

해야 하는 이유 

▪ 기도와 공부, 카톨릭 활동으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깊은 신앙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나갈 힘이 생깁니다.  

또한 성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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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모후 꾸리아 

 

단체명 평화의모후 꾸리아 

단체현황 단체장 조영숙 데레사   (전화: 010-9143-1189) 총원 284명 

주요봉사자 
조순임 에리사벳 (전화: 010-8876-6191)  

고정화 세레나  (전화: 010-9848-0741)  
이도현 베르틸리아 (전화: 010-7578-2606)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안양2지구 하늘의 여왕 꼬미시움, 교구 수원천지의 모후 레지아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주 수요일 10:50, 대강당 

모임방법 월례회의 

주요행사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전단원 교육, 토론대회 등 

Pr.모임방법 매주 요일별로 성당에 모여 약1시간30분이내 회합을 갖습니다.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83.11.27 ▪ 평화의 모후 꾸리아 설립 

1983.12.06 ▪ 평화의 모후 꾸리아 승인 

1998.01.30 ▪ 과천성당에서 별양동성당으로 분당 

2018.12.31 ▪ 현재 성인 10개 Pr. 행동단원 60명, 협조단원 195명 · 소년 2개 Pr. 단원 29명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레지오장: https://cafe.naver.com/bydchurch1/4030  

아치에스: https://cafe.naver.com/bydchurch1/3383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선교합시다! 

https://cafe.naver.com/bydchurch1/4030
https://cafe.naver.com/bydchurch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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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모후 꾸리아 직속 쁘레시디움(Pr.) 

 

단체명 승인일 
주회합 시간, 

교실 
봉사자 총원 

① 사랑하올 어머니 Pr. 1982.09.05 
수요일 10:50, 

온유방 

단장 송향숙 아녜스 (010-9129-7739) 

6명 
부단장 윤숙진 안젤라 (010-7757-4680) 

서기 김정순 수산나 (010-9897-1507) 

회계 최재춘 요안나 (010-8006-7697) 

② 신비로운 장비 Pr. 1982.09.09 
수요일 10:50 

선행방 

단장 최종재 헬레나 (010-6352-1341) 

5명 
부단장 나경숙 미카엘라 (010-9187-6447) 

서기 강옥식 가브리엘라(010-8928-3100) 

회계 이영주 아나타시아 (010-3958-8847) 

③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1986.12.28 
수요일 09:00 

사랑방 

단장 권소정 에스델 (010-4326-1611) 

6명 
부단장 최혜숙 사라 ( 010-3347-8199) 

서기 기은주요안나프란치스카(010-4354-1800) 

회계 고경리 베로니카 (010-8245-0065 

④ 인자하신 동정녀 Pr. 1984.05.17 
금요일 10:50 

인내방 

단장 이석희 아가다 (010-5063-5175) 

6명 
부단장 방순애 유스티나 (010-5063-5175) 

서기 신언순 브리짓다(010-2208-1630) 

회계 심순원 로사리아(010-3483-0024) 

⑤ 증거자들의 모후 Pr. 1985.01.11 
수요일 10:50 

평화방 

단장 김태경 노엘라 (010-5387-3406) 

10명 
부단장 주윤숙 로사 (010-5272-8552) 

서기 이명순 율리안나 (010-2741-4754) 

회계 이명주 크리스티나 (010-3370-0793) 

⑥ 티 없으신 어머니 Pr. 1988.05.06 
수요일 10:50 

친절방 

단장 이여옥 실비아 (010-3017-1796) 

5명 
부단장 김연초 안나 (010-3912-3955) 

서기 이수희 모니카 (010-5578-4000) 

회계 박수빈 글라라 (010-3242-6947) 

⑦ 천주의 성모 Pr. 1989.02.03 
금요일 10:50 

진실방 

단장 김경옥 엘리사벳 (010-4752-1782) 

5명 
부단장 방미경 마리아 (010-9424-7448) 

서기 이동순 안나 (010-5744-9047) 

회계 이도현 베르틸리아 (010-7578-2606) 

⑧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

후 Pr. 
1990.09.02 

수요일 10:50 

인내방 

단장 김태완 율리아 (010-5250-0160) 

6명 
부단장 지명희 엘리사벳 (010-8011-5881) 

서기 이혜자 데레사 (010-5141-1154) 

회계 한희숙 카타리나 (010-7475-3072) 

⑨ 애덕의 모후 Pr. 1990.11.09 
화요일 10:00 

제2교리실 

단장 손방자 데레사 (010-8026-7281) 

6명 
부단장 신미실 카타리나 (010-9400-5041) 

서기 천정자 안나 (010-4456-3037) 

회계 최순희 알비나 (010-23827871) 

⑩ 루르드의 성모 Pr. 1990.11.09 
수요일 10:50 

진실방 

단장 고정화 세레나 (010-9848-0741) 

5명 
부단장 윤선자 마리아 (010-8820-3630) 

서기 정혜정 미카엘라 (010-2905-1413) 

회계 황현주 카타리나 (010-7331-8705) 

⑪ 상아탑 소년 Pr. 2018.11.03 
토요일 16:55 

진실방 

단장 황현주 카타리나 (010-7331-8705) 

16명 
부단장 학생 

서기 한희숙 카타리나 (010-7475-3072) 

회계 학생 

⑫ 즐거움의 샘 소년 Pr. 2018.11.03 
토요일 16:55 

인내방 

단장 방미경 마리아 (010-9424-7448) 

13명 
부단장 학생 

서기 학생 

회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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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의문 꾸리아 

 

단체명 하늘의문 꾸리아 

단체현황 단체장 김오만 미카엘 (전화: 010-8715-6447) 총원 223명 

주요봉사자 
양창목 바오로 (010-2062-5869), 백정호 미카엘 (010-8759-8705),  

국순영 희순루치아 (010-6332-4228) 

상급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안양2지구 하늘의 여왕 꼬미시움, 교구 수원천지의 모후 레지아 

모임 시간 및 교실 매월 둘째주 오후 6시 , 강당  

모임방법 평의원(Cu. 4간부, Pr. 4간부)들로 구성된 정기 월례회의 

주요행사 아치에스, 레지오장(장례미사), 전단원 교육, 야외행사, 연차총친목회 

Pr.모임방법 매주 요일별로 성당에 모여 약1시간30분이내 회합을 갖습니다. 

단체연혁 년 월일 내용(설립, 인준, 역대 대표자, 상훈 등) 

1997.02.09 ▪ 하늘의 문 Cu. 설립(과천성당 천주의 성모Cu.에서 분단) 

1997.02.23 ▪ 성인10개 Pr. 과 소년1개 Pr. 설립되었으며, 초대 영성지도신부 조규식요셉, 초대 단장 장인환 

요한 취임 행동단원(남37 여49 계86명), 협조단원(남37 여139 계176명) (포일하늘의여왕Co.승

인:1997.2.9.)  

2018.12.31 ▪ 현재 성인 9개 Pr.이 있으며, 행동단원 (남53 여16 계 69명), 협조단원 (남39 여101 계 140명) 

 ▪  

단체사진,  

활동사진 

 

홍보링크 레지오장: https://cafe.naver.com/bydchurch1/4030 

아치에스: https://cafe.naver.com/bydchurch1/3383 

연차총친목회: https://cafe.naver.com/bydchurch1/3199 

운영매뉴얼 

첨부 

단체 회칙 있음 모임 규칙/순서  공식 연혁  

기타 ▪  

 

  

https://cafe.naver.com/bydchurch1/4030
https://cafe.naver.com/bydchurch1/3383
https://cafe.naver.com/bydchurch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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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 꾸리아 직속 쁘레시디움(Pr.) 

 

단체명 승인일 
주회합 시간, 

교실 
봉사자 총원 

① 모든 성인의 모후 Pr. 1983.03.10. 
화요일 20:30 

선행방 

단장 천용호 프란치스코 (010-2670-4758) 

7명 
부단장 이종태 사도요한 (010-3111-8636) 

서기 이규안 요셉 (010-3662-1807) 

회계 김오만 미카엘 (010-8715-6447) 

② 천사들의 모후 Pr. 1984.11.01. 
화요일 20:15 

인내방 

단장 김명순 실비아 (010-8741-6011) 

12명 
부단장 장영희 안나 (010-9766-2989) 

서기 유앙심 수산나 (010-3390-4305) 

회게 김지연 엘리사벳 (010-6286-2575) 

③ 찬송하올 어머니 Pr. 1985.05.29. 
토요일 08:10 

사랑방 

단장 유인표 아우구스티노 (010-2345-3297) 

8명 
부단장 박인호 요한사도 (010-7736-2876) 

서기 이준서 클레멘스 (010-9570-0741) 

회계 김형탁 베드로 (010-5155-3781) 

④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1992.06.14. 
목요일 20:10 

진실방 

단장 이정재 요셉 (010-8476-6394) 

6명 
부단장 박기만 사비노 (010-3646-6483) 

서기 김홍식 안드레아 (010-6643-1331) 

회계 박재식 미카엘 (010-5335-8350) 

⑤ 죄인의 피난처 Pr. 1992.08.12. 
화요일 20:30 

친절방 

단장 이원복 비오 (010-3282-4752) 

8명 
부단장 한만길 대건안드레아 (010-6279-2071) 

서기 박세영 대건안드레아 (010-5003-5810) 

회계 김현종 율리아노 (010-6334-5582) 

⑥ 사도의 모후 Pr. 1999.02.11. 
화요일 20:15 

사랑방 

단장 최기성 도미니코 (010-6730-9420) 

8명 
부단장 권승단 베드로 (010-7332-7923) 

서기 유윤종 가브리엘 (010-9787-3100) 

회계 최승문 마태오 (010-6844-6947) 

⑦ 샛별 Pr. 2002.01.17. 
화요일 20:30 

진실방 

단장 이주노 바오로 (010-3784-9523) 

11명 
부단장 김상운 알퐁소 (010-8745-1848) 

서기 선주훈 사도요한 (010-6244-2402) 

회게 이일규 임마뉴엘 (010-9005-7421) 

⑧ 바다의 별 Pr. 2011.02.13. 
월요일 19:30 

진실방 

단장 주상진 미카엘 (010-5307-6503) 

5명 
부단장 김영수 루가 (010-9312-5998) 

서기 백용현 히폴리토 (010-5288-9404) 

회계 송영락 라바노 (010-5380-8305) 

⑨ 자비의 모후 Pr. 2018.04.08. 
화요일 20:15 

기쁨방 

단장 국순영 희순루치아 (010-6332-4228) 

8명 
부단장 이영혜 글라라 (010-9195-7191) 

서기 안경옥 에메렌시아나(010-4032-2150) 

회계 이수완 젬마 (010-37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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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년 월일 내용 

Release 0.1 2019.02.25 본당단체 홍보편람 초안 작성 

Release 0.2 2019.03.07 꾸리아(cu.)와 쁘레시디움(pr.)을 레지오 마리애 산하로 묶음 

Release 0.3 2019.03.09 소공동체 조직도 삽입 

Release 0.4 2019.03.16 1차 단체 내용 입력 

Release 0.5 2019.03.24 2차 단체 내용 입력 

Release 0.6 2019.03.25 예비신학생모임 추가 및 일부단체 내용 확충 

Release 0.7 2019.03.28 전체 다듬기 

Release 0.8 2019.04.04 주임신부님 1차 감수 내용 수정 

Release 0.9 2019.04.06 본당 관할지역 일부수정 및 제2대리구 삭제 

Release 1.0 2019.04.07 본당단체 홍보편람 완성 및 인쇄 

   

   

   

 

 

 

 

 

 

 

 

 

 

 

 

 

 

 

 

 

 

 

 

 

 

 

 

 

 

 

   별양동성당 기획총무위원회 홍보분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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