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17주일 (1549호)

2020. 7. 26

한국 순교자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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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원일(세례자 요한)

보좌신부

권준석(토마스 아퀴나스)

전교수녀

조 로사, 최 아가타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선종봉사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http://www.poi.or.kr
토 16:00(초등부)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주임신부

니꼴라오 어린이집

환자영성체

571-5121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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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반

09:30

수요반

20:00

성모신심미사: 8월 1일(토) 오전 6시

단체모임 시 주의사항

유아세례: 8월 8일(토) 오후 5시

1. 각 모임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합을 할 때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과 체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표와 체온계는 명례방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2. 회합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격을 유지합니다.
3. 회합 중, 후에 회합실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4. 회합 중 악수 등 신체 접촉, 성가를 부르지 않으며.
필요한 책 등 소품은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공용사용은
자제합니다.
4. 비말 확산 우려로 냉방기 사용시 선풍기를 같이 사
용하지 않으며 손선풍기와 부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
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다녀온 경우 회합에 참
석 할 수 없습니다.

세례명과 대부모님을 미리 정하시어 하루 전날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본당의 역사와 변화를 보는 사진전을 본당 30주년 기
념으로 갖고자 합니다. 본당과 경당의 모습이나 행사가
담긴 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제
출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poi.catholic@gmail.com

부활 판공성사 안내
아직 부활 판공성사를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성사를 보신 후, 성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가정주일: 7월 26일

봉헌금 납부계좌 안내

- 우리은행

교무 금

1005-702-404949

건축헌금

1005-003-851588

25일(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는 봉헌하지 않으며, 26일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미사는 일반미사로 봉헌합니다.

성소후원회

1005-403-259055

나눔의 묵상회

1005-503-401970

경당 주일미사 구역별 봉헌

우리들의 정성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5,760,777 (7월 13일 ~ 19일)

8월

9:30분

2구역

18:00시

1, 10구역

교무금

9월

9:30분

1, 10구역

18:00시

2구역

주일헌금

3,432,810 (7월 19일)

건축헌금

2,892,000 (7월 13일 ~ 19일)

감사헌금

이인제 50,000 이지윤 100,000
익 명 100,000 민경숙 300,000

월례회
단체명
여성구역장

일자
7월 29일(수)

시간

장소

10:30분

명례방

사목협의회

8월 2일(주일)

12:20분

루갈다방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교무금 납부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