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4주일(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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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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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반

09:30

목요반

20:00

오늘(4월 22일)은 성소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환자 영성체: 4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성소후원회 회원모집

4월 구역미사 안내 - 7구역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성소
개발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교우 여러분들
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일 시: 4월 29일(주일) 오후 4시, 마리아 홀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구역미사가 있습니다.
봉헌된 예물과 헌금은 구역활성화를 위해 쓰입니다.

문 의: 송덕순(에스텔) ☎ 010-4822-9842

생명주일 홍보행사
생명주일(5월 6일)을 맞아 건강한 가족지원과 생명의 소
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살 예방 캠페인
과 장기기증 캠페인‘을 갖습니다.
1. 일시: 5월 6일(주일) 오전 9시~오후 4:30분
2. 장소: 본당마당 및 만남의 장소
3. 내용:
① 생명주일 특강(오전 9시, 11시)
- 최형규(미카엘)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② 임산부 축복식(오전 11시 교중미사)- 선물증정
- 임산부와 첫돌을 맞은 아기가 있는 가정- 사무실로 신청
③ 자살예방 캠페인, 장기기증 캠페인
- 가족사랑 엽서 및 폴라로이드 사진액자 만들기

제4회 한국 청년대회(KYD) 참가자 모집
주 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6.20)
한국 청년대회는 가톨릭 모든 청년들이 한데모여 삶과
경험을 나누며, 지역간의 일치와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있
는 청년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1.
2.
3.
4.
5.

기간: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대상: 만 16세(고1) ~ 만 39세 청(소)년 누구나
참가비: 15만원(본당보조 10만원/ 본인부담 5만원)
접수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접수: https://www.kyd.or.kr

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홈스테이 가정모집
한국청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타교구
젊은이들을 위한 ’홈스테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홈
스테이‘ 가정을 모집하오니 한국청년대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사도들의 모후 Cu.소속 Pr. 4간부 피정
일 시: 4월 22일(일) 09:00~17:00

장 소: 참제자 마을(홍천)

한얼축구회 서울대교구 춘계대회참가
일 시: 4월 29일(주일) 오전 8시
장 소: 이천 특수전 사령부 운동장
문 의: 허어녕(알퐁소) ☎ 010-6621-6645
포이산악회(196차) 산행: 축령산 철쭉꽃 군락지
일 시: 4월 30일(월) 7:30분, 성당대로변
준비물: 물, 간식, 도시락(B팀 있음)

<전례·봉헌>
8구역
9구역

4월 22일(주일) ~ 4월 28일(토)
4월 29일(주일) ~ 5월 5일(토)

월례모임
여성구역장
성소후원회
남성 1구역
남성 4구역

4월
4월
4월
4월

25일(수)
25일(수)
28일(토)
28일(토)

10:30
명례방
10:30
남종삼 방
18:30
참이맛 감자탕
18:00 유현준(요아킴)님댁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4,120,000원 (4월 9일~15일)

주일헌금

6,402,220원 (4월 15일) - 1,312명(29.3%)

감사헌금

이만춘30,000 이주연100,000 이종숙200,000
익 명500,000 김준례1,0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