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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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수녀 박 마리아, 최 아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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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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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반

20:00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2차헌금 및 회원모집

임시 사목총회

오늘(3월 31일)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
기 위해 고국을 떠나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활
동을 하시는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을 위해 2차
헌금과 함께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일 시: 4월 14일(주일) 교중미사 후, 마리아 홀
대 상: 사목위원 및 각 단체장
▶ 단체 예결산 신청시 제반되는 기타 사항에 대한 알
림 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단체장들은 한분도 빠짐없
이 참석바라며 부득이 한 경우 불참시에는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판공성사
본 당
3월 31일(주일),
4월 7일(주일), 14일(주일)
오전 8:40분 ~ 오전 11시 교중미사
오후 6:30분 ~ 오후 7시 청년미사

세례식 안내
경 당
4월 14일(주일)
오전 9:30분
미사 후

※ 집중 판공성사는 손님 신부님께서 주시며 사순기간
매 미사 전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에 보신 고해성
사는 판공성사입니다.
사순 판공 공동보속
1. 십자가의 길 1회 이상 2. 묵주기도 5단 이상
3. 선행 3회 이상 4. 성삼일 전례 참례하기
5. 수난감실 조배하기
▶ 위 5가지 중 2가지 이상하기

성 시 간: 4월 4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유아세례: 4월 6일(토) 오후 5시
부활맞이 본당 대청소

세례식: 4월 27일(토) 오후 4시
축하식: 4월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마리아 홀
▶ 각 구역장, 반장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각별히 신
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모집일시: 3월 30일(토) ~ 4월 7일(주일)
문 의: 김민정(스텔라) ☎ 010-6256-6680

<전례·봉헌>
9구역

3월 31일(주일) ~ 4월 6일(토)

10, 1, 2구역

4월 7일(주일) ~ 4월 13일(토)

<월례모임> - 4월
여성구(역)반장

3일(수)

10:40

마리아 홀

남성 7구역

7일(주일)

12:20

만남의 방

남성 10구역

7일(주일)

14:00

만남의 방

일시: 4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배당구역-게시판 공지
▶ 이 날 오전 9시미사 후부터 지하 주자장 주차를 금
지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성지순례단 27차 성지순례

주일헌금

일 시: 4월 10일(수) 7:50분 성당출발
순례지: 갈매못, 산막골, 지석리

감사헌금 박명자50,000 정선영100,000 김명숙200,00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교무금

10,060,000 (3월 18일 ~ 24일)
6,675,770 (3월 24일) -1,358명(30.2%)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