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4주일(1440호)

주 일
미 사

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보좌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전교수녀 박 마리아, 이 마리아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니꼴라오 어린이집 575-5121

http://www.poi.or.kr

연 령 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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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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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화)은 근로자의 날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성시간: 5월 3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대성전
성모신심미사: 5월 5일(토) 오전 6시
유아세례: 5월 5일(토) 오후 5시
생명주일 홍보행사
생명주일(5월 6일)을 맞아 건강한 가족지원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살예방 캠페
인과 장기기증 캠페인‘을 갖습니다.
1. 일시: 5월 6일(주일) 오전 9시~오후 4:30분
2. 장소: 본당마당 및 만남의 장소
3. 내용:
① 생명주일 특강(오전 9시, 11시)
- 최형규(미카엘) 신부님(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② 임산부 축복식(오전 11시 교중미사)- 선물증정
- 임산부와 첫돌을 맞은 아기가 있는 가정- 사무실로 신청
③ 자살예방 캠페인, 장기기증 캠페인
- 가족사랑 엽서 및 폴라로이드 사진액자 만들기
성모성월 묵주기도 봉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하신 성모님께 공경 드리며 성
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간 묵
주기도를 드리며 성모의 밤을 봉헌합니다.
1. 지향: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하여
2. 일시: 5월 1일(화)~31일(목) 오후 7시미사 후
월요일은 오후 7시
3. 주관: 구역, 사도들의 모후Cu. 신비로운 장미Cu.
4. 일정: 게시판 참조.
▶ 성모의 밤: 5월 26일(토) 오후 8시, 성당 앞마당

전례회 실무교육
일시: 5월 12일(토) 10:00시~15:30분, 마리아홀
강사: 안민우(아우구스티노)신부님, cpbc 아나운서
대상: 전례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교우분
신청: 해당 구역장 –교재, 점심제공(미리신청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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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건립을 위한 2차헌금
일 시: 5월 12일(토) ~ 13일(주일)
원주교구 배론성지 내 피정, 교육센터인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2차헌금과 건
립 봉헌금을 약정 받사오니 교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4회 한국 청년대회(KYD) 참가자 모집
1. 기간: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2. 대상: 만 16세(고1) ~ 만 39세 청(소)년 누구나
3. 참가비: 15만원(본당보조 10만원/ 본인부담 5만원)
4. 접수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5. 접수: https://www.kyd.or.kr
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홈스테이 가정모집
한국청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타교구
젊은이들을 위한 ’홈스테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홈
스테이‘ 가정을 모집하오니 한국청년대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7시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 해 주실분은 이마리아 수녀님 또는 사무실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구역(반)장 월례회: 5월 2일(수) 10:30분, 마리아홀
<전례·봉헌>
9구역
2, 10, 1구역

4월 29일(주일) ~ 5월 5일(토)
5월 6일(주일) ~ 5월 12일(토)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10,860,000 (4월 16일~22일)

주일헌금

5,687,210 (4월 22일) - 1,284명(29.2%)

2차헌금

3,737,610 (성소주일)

감사헌금

이명순50,000 최정혜100,000 신동준1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