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3주일(1493호)

주 일
미 사

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부주임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전교수녀

박 마리아, 최 아가타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연 령 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http://www.poi.or.kr

니콜라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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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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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5121

매월 넷째 목요일 10:00부터

유아세례

매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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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주일 2차헌금

예비자 입교식

다음주(5월 12일)는 성소주일로 성소계발과 육성을 위
하여 기도하며 2차헌금을 봉헌합니다.

일 시: 6월 9일(주일) 교중미사

수요반

20:00

임산부 축복미사: 5월 5일(주일) 교중미사

아직 하느님을 모르거나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입교, 권면바라며, 많은 이들이 부르심에
응답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교합시다.

성모성월 묵주기도 봉헌

▶ 교리 장소: 루갈다 방(마리아 홀 옆)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봉헌하신 성모님께 공경 드리
며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
간 묵주기도를 드리며 성모의 밤을 봉헌합니다.
1. 지 향: 가정성화와 생명 존중을 위하여
2. 일 시: 5월 1일(수)~31일(금) 오후 7시미사 후
월요일은 오후 7시
3. 주 관: 구역, 사도들의 모후Cu. 신비로운 장미Cu.
4. 일 정: 게시판 참조.
▶ 성모의 밤: 5월 25일(토) 오후 8시, 성당 앞마당

성지순례분과(28차) 성지순례
순례일: 5월 8일(수) ~ 9일(목), 06:00시 출발
순례지: 배론, 진목정, 김범우묘, 죽림굴, 살티공소, 언양성당

10구역 성지순례 - 연풍성지
일시: 5월 11일(토) 오전 8시, 포레스타 2단지 앞
회비: 일만원, 각반 반장님께 신청
▶ 문의: 서숙이(헬레나) ☎ 010-4463-0555

교리반

시 간

교리 시작일

담 당

수요반

오후 8시

6월 12일

부주임 신부님

주일반

오전 9:30분

6월 17일

원장 수녀님

예비자 통신교리 안내
바쁜 사회생활로 출석교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통신교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뜻이 있으신 분
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봉헌>
6구역

5월 5일(주일) ~ 5월 11일(토)

7구역

5월 12일(주일) ~ 5월 18일(토)

<남성 구역모임> - 5월
남성 4구역

19일(주일)

12:20

정하상바오로방

남성 9구역

12일(주일)

19:00

이근우님 댁

남성 10구역

11일(토)

08:00

연풍성지

연령회 상반기 야유회
일시: 5월 16일(목) 오전 8시, 성당집결 후 출발
장소: 강화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외
회비: 일만원
▶ 문의: 정상영(요셉) ☎ 010-2738-7501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주일헌금

미니마켓 봉헌금
미니마켓에 참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리며, 봉헌된 200만원은 청년활성화를 위해
후원금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11,080,000 (4월 21일~28일)
6,639,700 (4월 28일) -1,267명(28.0%)

배완식 100,000 차상순 100,000
박소현, 박가현 100,000
감사헌금
윤남기 100,000 이주원 100,000
이시복 200,000 오연환 3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