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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공문에 따른 미사 및 단체회합에 관한 안내사항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6월 1일(월)부터 각 단체의 회합, 예비자교리 교육,
레지오 주회를 재개하였습니다.

배원일(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6월 24일)
을 맞이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적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내용】 ① 미사, 영성체 ② 묵주기도
③ 사제를 위한기도 ④ 화살기도 ⑤ 선행
▶ 6월 19일(금)까지 성전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모임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합을 할
때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과 체온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표와 체온계는 명례방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2. 6월 1일(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도 주일 미사에 참
석합니다. 다만, 6월 20일(토)까지는 가족과 함께 구역
별 미사에 참석하면 됩니다.
3. 6월 20일(토) 오후 4시부터 어린이 미사와 초등부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미사와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미사도 6월 21일(주일)부터 재개됩니다.
4. 6월 21일(주일)부터 주일과 평일미사, 모든 미사가
종전과 같은 시간대에 봉헌됩니다. 6월 25일(목)은
경당 오전 10시 평일미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 출입기록 및 체온측정 봉사 단체
토

주
일

평
일

16:00

초등부 주일학교 자모회 및 학부모

19:00

신비로운 장미 Cu.

06:30

사 목 회

09:00

중고등부 자모회

11:00

전례 담당 구역

19:00

본당 청년 공동체

06:00

사도들의 모후 Cu.

10:00, 19:00

전례 담당 구역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성당에서 미사
와 회합을 할 때 신자들 사이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끔 규정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자 교리반 개강
교리반

시 간

담당

수요 오후반

오후 8:00시

주임 신부님

주일 오전반

오전 9:30분

원장 수녀님

▶ 교리 장소: 루갈다 방(마리아 홀 옆)

첫 영성체 가정 교리반 신청받습니다.
대 상: 3학년~4학년까지
첫영성체 및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
부모 첫모임: 6월 20일(토) 어린이 미사 후, 대성전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사무실 ☎ 571-3251

성모의 밤 꽃 봉헌
강 숙(안젤라)

이정선(바실리오) 임을빈(하드리아나) 전수남(카타리나)

조민수(요셉)

한정자(레지나) 사도들의 모후Cu. 신비로운장미Cu.

여성구역회

복되신 마리아

교무금
주일헌금

사제성화의 날 미사안내

감사헌금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하늘의 문

계

690,000원

우리들의 정성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6월 19일(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이날 교구 행사
관계로 오전 10시 미사 봉헌이 없으며, 오후 7시 미사
한 대만 봉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심(아녜스) 김판남(엘리사벳) 박성덕(보니파시오)

건축헌금

8,720,000 (5월 25일 ~ 31일)
3,219,110 (5월 31일)

763명

17,885,000 (5월 18일 ~ 24일) (16.8%)
김지희 30,000 박효경 50,000
익 명 50,000 이승휘 100,000
장종성 100,000

♣ 정성어린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