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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오전 9:30분, 오후 6시

오전 6:00(월,목,토) 오전 10:00(화,수,금)
오후 7:00(화~금) 오전 10:00(목-경당)

‘알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도다’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 시 간: 4월 5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대성전
유아세례: 4월 7일(토) 오후 5시
세례명과 대부모님을 미리 정하시어 하루 전날까지 사
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팔일 축제 (4월 1일~8일)
부활 팔일 축제 내에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봉헌
이 없습니다. 또한, 연령을 위한 미사지향이 없겠사오
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가정교리반 개강
4월 8일 오후 3시 어린이 미사 후에 부모반, 어린이반
개강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제 및 자모회비 안내
등록비는 교리교재, 성가책, 축일 선물구입 및 교리, 행사 지원
비등으로 전액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며, 자모회비는 주일학교
간식, 신앙학교, 캠프지원, 성탄선물 지원에 사용됩니다.
1. 등록 접수 및 납부: 사무실
2. 계좌납부: 카카오 3333-05-8290118 안민우
등록비
+
자모회비

전교수녀 박 마리아, 이 마리아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토요일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6:30(일반) 9:00(중 고등부)
11:00(교중) 15:00(어린이) 19:00(청년)
경당

평 일
미 사

2018. 4. 1

1자녀
2자녀
3자녀이상

40,000원
80,000원
110,000원

4구역 미사봉헌
마지막 주일에 봉헌된 4구역미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에 참례하신 구역원은 67명
이며, 봉헌금은 2,962,000원입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환자영성체

매월 넷째 목요일 10:00부터

유아세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주일학교
교 리

초 등 부(주일 16:00)
중 고등부(주일 10:00)

예비자 교리

주일반

09:30

목요반

20:00

이웃과 함께하는 어르신 식사나눔
일 시: 4월 8일(주) 교중미사 후, 마리아 홀
성령기도회
4월부터 성령기도회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이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매주(금) 오후 7시미사 후, 루갈다방(마리아홀 옆)
교무금 납부 안내
교무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입금자와 교무
금 통장상의 책정자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은행납부
방법은 교무금 통장 맨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현, 김정선 명으로 계좌이체 하신분은 사무실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봉헌>
5구역
6구역

4월 1일(주일) ~ 7일(토)
4월 8일(주일) ~ 14일(토)

월례모임
남성 5구역

4월 1일(주일)

12:00

루갈다방

4월 4일(수)

10:40

마리아홀

남성구역장

4월 8일(주일)

12:00

명례방

연령회

4월 12일(목)

17:00

프란치스코방

여성구역(반)장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7,520,000 (3월 19일~25일)

주일헌금

6,285,620 (3월 25일) - 1,389명(30.9%)

2차헌금

4,340,810 (사순절 불우이웃 돕기)

감사헌금

김준례 50,000 박창회 80,000
김완기 3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