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26주일(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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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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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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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주일) 환영식 예정

성 시 간: 10월 4일(목) 오후 7시미사 후 , 대성전

군인주일 2차 헌금

성모신심미사: 10월 6일(토) 오전 6시

다음주(10월 7일)는 군인주일로 군 사목하고 계시는
군종 신부님들의 노고와 국토방위에 힘을 다하는 일선
장병들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10월 6일(토) 오후 5시

예비자 환영식: 10월 14일(주일) 교중미사

10월 7일 주일미사 안내

교리 장소: 루갈다 방(마리아 홀 옆)
본 당

오전 6:30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7시

수요반

오후 8시

10월 17일

주임 신부님

경 당

오전 9:30분

주일반

오전 9:30분

10월 21일

원장 수녀님

※ 본당 오후 3시, 경당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10월 M·E 주말안내
힐링기차여행 구역별 버스 승차장소
▶ 출발 시간: 10월 7일(주일), 오전 6시
구역

출발장소

구역장 연락처

1

45인승: 1단지 내곡파출소 앞
12인승: 샘마을 입구
(어린이 병원 건너편)

남: 010-5757-8491
여: 010-7547-460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10-5204-1679
010-3211-7200
010-8733-6190
010-4940-5494
010-2560-6978
010-3717-2487
010-5239-3531
010-6209-1972

혼인한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더욱 깊고 친밀한 부부관
계로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는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부부님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대표봉사자 박윤영(그레고리오) ☎ 010-7767-5615
1398차

10월 12일(금)~14일(주일)

등촌동 만남의 집

1399차

10월 26일(금)~28일(주일)

등촌동 만남의 집

2

내곡 문화센터 공터

3

백종원 쌈밥집 앞

4

성당 앞

5

매헌초등학교 정문

6

언남고등학교 앞

여: 010-7236-9213

7

소방서 앞

남: 010-5337-1174
여: 010-4701-5572

우리들의 정성

8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남: 010-2232-8145
여: 010-2033-2723

교무금

9

홍보석 앞(개포동 1259)

남: 010-6202-6231
여: 010-3378-2669

포레스타 2단지 농협사이 다리

남: 010-8637-2646
여: 010-4463-0555

1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성모회 월례회: 9월 30일(주일) 12:30분, 현석문 방
<전례·봉헌>
7구역

9월 30일(주일) ~ 10월 6일(토)

8구역

10월 7일(주일) ~ 10월 13일(토)

6,800,000 (9월 17일~23일)

주일헌금

5,169,000 (9월 23일) -1,040명(22.8%)

2차헌금

3,436,500 (서울대교구 내 성지개발)

감사헌금

김동자 100,000 김혜량 1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2018년 본당의 날 행사 전신자 힐링기차여행 (2018.10.7)
HD-SDI Transceiver 개발

06:00 각 구역버스 승차

06:00~06:50 청량리역 이동
06:50~07:20 기차승차

21:40~ 각 구역버스로 귀가

<전체공지사항>
21:40 청량리역 도착
19:00 저녁식사

07:30 아침식사
10:20~10:50 풍기역 하차 후
도보로 남원천 둔치로 이동

1. 명찰을 착용해주세요
2. 참된 힐링을 위해 개인행동
은 꼭! 자제해 주세요.

18:10~18:50 영주역 버스로
이동 후 탑승

16:50~18:10 영주365시장
구경

16:20~16:50 영주365시장
으로 버스로 이동

3. 기차와 버스에서는 대표봉
사자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침(김밥), 점심(도시락),
저녁(비빔밥)을 모두 성당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따로 준비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준비물 : 미사준비물
개인돗자리, 우천대비, 여분옷,
편한 신발, 개인 비상약,
기타 개인물품

10:50~11:50 야외미사(우천시
기차 내에서 진행)

11:50~12:40 둔치에서 점심
12:40~13:20 부석사로 버스로
이동

13:20~14:40 부석사 둘러보기
15:00~16:20 소수서원 둘러보기

14:40~15:00 소수서원으로
버스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