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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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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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월 20일)은 한줌의 쌀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자 헌미헌금 2차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다음주(5월 27일)는 청소년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미사봉헌 및 야외 나들이
일시: 5월 24일(목) 오전 10시, 경당
성소후원회 미사봉헌: 5월 23일(수) 오전 10시
교구 성소국장 조재형(가브리엘) 신부님께서 후원회 격
려차 방문하시어 미사봉헌 및 월례회합에 참석하십니다.
성지순례단 보충순례(2차): 5월 23일(수) 오전7시
순례지: 일만위, 현양동산, 진무영, 갑곶, 행주성당
성모성월 밤: 5월 26일(토) 오후 8시, 성당 앞마당
▶ 성모의 밤 꽃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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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성체조배의 밤
예수성심성월을 맞아 6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미사후 1시간 동안 성체조배 시간을 갖습니다.
전례용품 봉헌받습니다.
전례에 사용할 제의, 제구를 봉헌하실 분이나 봉헌금을
내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제의
성합, 성작
제대용 촛대
경배용 십자가
행렬용 십자가

개수
6벌
경당
경당
1
1

내 용
행렬용 촛대
4색띠
향로
딸랑이 종
주수병

개수
4
1세트
2
1
2세트

원주교구 은총의 마리아 학교 후원내역
마음을 다해 봉헌해 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봉헌 봉투수: 604매

예비신자 피정: 5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성북동 복자사랑 피정의 집

월납약정

61,640,000

일시불약정

32,090,000

당일봉헌

8,982,400

계

102,712,400

5월 구역미사 안내 - 5구역
일 시: 5월 27일(주일) 오후 4시, 마리아 홀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구역미사가 있습니다.
봉헌된 예물과 헌금은 구역활성화를 위해 쓰입니다.

<구역 모임>

시니어 아카데미 소풍: 5월 31일(목) 오전 8:30분
장소: 홍천 수타사, 공작산 생태공원
<전례·봉헌>
4구역
5구역

5월 20일(주일) ~ 5월 26일(토)
5월 27일(주일) ~ 6월 3일(토)

※ 5월 22일(화) 부처님 오신날 구룡사에서 행사관계로
성당주차장 사용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우분들은 당일
될수 있으면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남성 1구역
남성 2구역
남성 4구역

5월 26일(토) 17:30
참이맛 감자탕
5월 20일(주일 12:00
경 당
5월 20일(주일) 12:20 최경환(프란치스코)방

※ 성당후문 주택가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담배꽁초로 인
하여 이웃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성당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6,850,000 (5월 7일~13일)

주일헌금

6,210,520 (5월 13일) - 1,345명(30.0%)

감사헌금

강기순30,000 강영순100,000 김명숙100,000
오연환200,000 이만춘3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