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제1주일 (1567호)

2020. 11. 29
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보좌신부

권준석(토마스 아퀴나스)

전교수녀

조 로사, 최 아가타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선종봉사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http://www.poi.or.kr

니꼴라오 어린이집

토 16:00(초등부)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주 일
미 사

주 6:30(일반) 9:00(중 고등부)
일 11:00(교중) 19:00(청년)
경당

평 일
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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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5121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주일학교
교 리

초 등 부 (토요일 17:00)
중 고등부(주 일 10:00)

예비자 교리

2021년 2월 환영식 예정

성시간: 12월 3일(목) 오후 7시미사 후, 대성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성모신심미사: 12월 5일(토) 오전 6시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새 영세자 첫 고해

<전대사 조건>
▶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채우면서
(고해성사. 미사,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을 채우면서 아래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참여하기
1. 지정한 성지와 성당을 방문하여
① 희년 주요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거나
②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바치기
2.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 앞에서
①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②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기

일시: 12월 5일(토) 오후 8시, 대성당
대림 집중 판공성사
본 당

경 당

12월 6일(주일), 13일(주일), 20(주일)

12월 20일(주일)

오전 8:40분 ~ 교중미사
오후 6:30분 ~ 청년미사

오전
9:30분 미사 후

※ 집중 판공성사는 손님 신부님께서 주시며 대림기간
(11월 29일~12월 22일) 매 미사 20분전 고해성사를 드
립니다. 이 기간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대림 판공 공동보속
1. 묵주기도 5단 / 2. 선행 1회 이상
3. 대림 저금통 봉헌하기
4. 루카복음 1, 1절 ~ 2, 40절까지 읽기
▶ 위 4가지 중 2가지 이상하기

수험생을 위한 미사 및 학부모 피정
수험생 미사: 12월 1일(화) 오후 7시
수험생 학부모 피정: 12월 3일(목) 오전 9시~12시

▶ 한반도 평화와 가정의 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로 밤 9시에 바치던 주모경을 1년 연장합니다.
(기간: 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까지)
<전례·봉헌>
본당

8구역

11월 29일(주일) ~ 12월 5일(토)

9구역

12월 6일(주일) ~ 12월 12일(토)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7,164,077 (11월 16일 ~ 22일)

주일헌금

3,120,100 (11월 22일)

군부대 위문품 보내기

건축헌금

52,548,000 (11월 22일)

성탄을 맞이하여 군복무 중인 자녀분들에게 위문품을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6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이인제 50,000 한정자 50,000
남경애 50,000 김 홍 100,000
익 명 100,000 익 명 1,000,00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764명
(17.4%)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