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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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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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성화의 날 미사안내
6월 8일(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이날 교구 행사
관계로 오전 10시미사 봉헌이 없으며, 오후 7시미사
한대만 봉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월 성체조배의 밤
예수성심성월을 맞아 6월 한달간 매주(목) 오후 7시미사
후, 대성전에서 1시간 동안 성체조배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주(6월 7일)는 성시간과 함께합니다.

세례식 일정
전례연습: 6월 15일(금) 오후 8시(대부모 참석)
세 례 식: 6월 16일(토) 오후 4시
축 하 식: 6월 17일(주일) 오전 11시
친환경 건강지킴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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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역 미사봉헌
마지막 주일에 봉헌된 5구역미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에 참례하신 구역원은 98명
이며, 봉헌금은 3,626,000원입니다.
<성모의 밤 꽃 봉헌>
고옥순(마리아) 김광준(T.아퀴나스) 김지운(카타리나) 염차효(마리아)
윤윤순(카타리나) 임을빈(하드리아나) 최진규(플로렌시오)
성모회
성소후원회
여성구역회
연령회
제대회
사도들의 모후Cu. 신비로운장미Cu. 구세주의 어머니Pr. 능하신 동정녀Pr.
모든성인의 모후Pr. 복되신 마리아Pr. 성가정의 어머니Pr. 지혜로운 모후Pr.
성실하신 모후Pr. 신비로운 장미Pr. 예언자의 모후Pr. 온유하신어머니Pr.
은총의 모후Pr. 천상의 모후Pr. 천지의 모후Pr. 치명자의 모후Pr.
평화의 모후Pr
익명 1건
계
1,350,000원

하느님께서 주신 친환경 생명양식으로 이웃과 함께 친교를
위한 환경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6월 17일(주일) 오전 9시~오후 4시
2. 장소: 본당마당
3. 행사내용: 친환경먹거리, 환경용품 시식 및 체험
4. 출품목록
① 친환경먹거리: 레몬청, 오미자, 매실, 복분자, 모과음료
레몬대추생강음료, 양파발효음료, 그린요거트
② 친환경식품: 우리콩된장, 조선간장, 도토리묵, 발효김치,
나박물김치, 고추소스(시식)
③ 생활용품: 친환경세제, 치약, 만능수세미, 만능지우개
④ 점심: 마리아홀- 새싹 비빔밥(3,000원) 판매
▶ 오실 때 장바구니를 준비해 오시는 분께 친환경용품을
무료로 나누어드리며, 행사 수익금 전액 어려운 이웃돕기
를 위해쓰입니다.

<전례·봉헌>

유아방 환경개선 공사
6월 4일(월)~7일(목)까지 공사를 합니다. 이후 2주간 정도
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일헌금

5,199,700 (5월 27일) -1,244명( 27.7%)

2차헌금

3,338,500 (청소년주일)

감사헌금

김연선 200,000 익명 100,00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6구역
7구역

6월 3일(주일) ~ 6월 9일(토)
6월 10일(주일) ~ 6월 16일(토)

월례모임
남성 6구역
6월 3일(주일) 12:20 현석문(가롤로)방
마리아 홀
여성구(역)반장 6월 6일(수) 10:40

▶ 입금자를 찾습니다.-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이정현

5월 28일(월)

100,000 영동농협인터넷뱅킹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9,290,000 (5월 21일~27일)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