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19주일(1455호)

2018. 8. 12

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보좌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경당

니꼴라오 어린이집 575-5121

http://www.poi.or.kr

연 령 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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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일
미 사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토요일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6:30(일반) 9:00(중 고등부)
11:00(교중) 15:00(어린이) 19:00(청년)

주 일
미 사

전교수녀 박 마리아, 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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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주일) 환영식 예정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보좌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8월 15일(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의무축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민우(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축
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적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내용】 ① 미사, 영성체 ② 묵주기도
③ 사제를 위한기도 ④ 화살기도 ⑤ 선행
▶ 8월 24일(금)까지 성전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당

오전 6:30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7시

경 당

오전 9:30분

▶ 8월 14일(화) 저녁미사는 대축일 전날 특전미사로 봉
헌되지 않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3위 성인과 함께하는 수험생 자모 기도모임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후원을 위한 2차헌금
일 시: 8월 18일(토) ~ 19일(주일)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없으
나 학력을 인정받는 기숙형 대안 고등학교입니다. 상
호 문화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급격하게 증
가 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가톨릭 교육이념
으로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청년대회(KYD) 일반인 참가 프로그램 안내
2018년 8월 11일(토)~15일(수)까지 ‘제4회 한국청년대회’
가 서울대교구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 일반인
들도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개막미사

일자

시간

8월 12일(주일) 10:00

장소
가톨릭 성신교정

명동문화축제

8월 13일(월)

19:00

명동성당

폐막미사

8월 15일(수)

10:00

서울시청 광장

11월 14일(수) 수능시험 전 날까지, 103일간
시간 및 장소: 오후 8시, 호렙산(성체조배실)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 봉사자를 찾습니다.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뜻 있
으신 분들은 이마리아 수녀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건회 회원모집
65세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 의: 총무 안정섭(사도요한) ☎ 010-4572-9446

<전례·봉헌>
8구역
9구역

8월 12일(주일) - 8월 18일(토)
8월 19일(주일) - 8월 25일(토)

월 례 회
대건회
성소후원회

8월 19일(주일)
8월 22일(수)

12:20
10:40

유대철 방
남종삼 방

우리들의 정성

8월 구역미사 안내 – 10구역
일 시: 8월 26일(주일) 오후 4시, 마리아 홀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구역미사가 있습니다.
봉헌된 예물과 헌금은 구역활성화를 위해 쓰입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교무금

11,365,000 (7월 30일~8월 5일)

주일헌금

6,058,650 (8월 5일) - 1,179명(25.9%)

감사헌금

김희준 50,000 정지만 100,000 이신우 20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