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5주일 (1589호)

2021. 5. 2
한국 순교자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보좌신부

권준석(토마스 아퀴나스)

전교수녀

조 로사, 최 아가타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정상영(요셉) 010-2738-7501

선종봉사회

http://www.poi.or.kr

니꼴라오 어린이집

토 16:00(초등부)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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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 묵주기도 봉헌
5월 ‘성모성월’을 맞아 거룩하신 성모님을 공경하고 자
녀로서 사랑을 드리며 코로나 종식과 우리 가정을 위해
각자가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마당에서 매일 저녁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영성체

매월 둘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주일학교
교 리

모임이 가능한 시기에 개학

예비자교리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김민정(스텔라) ☎ 010-6256-6680
▶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임을 병행합니다.

수요반

20:00

<전례·봉헌>
당

청년 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09:30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지난 대림절부터
시작한 성경말씀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중간 점검
및 완독을 위하여 성경읽기 현황표를 만남의 방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다 읽으신 성경은 해당 성경
칸에 스티커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간:

세례명과 대부모님을 미리 정하시어 하루 전날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반

전신자 성경 읽기 현황표 게시

본

유아세례: 5월 8일(토), 오후 5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

유아세례

■ 성모의 밤: 5월 29일(토) 오후 8시, 대성전

5월 6일(목), 오후 7시미사 후, 대성전

575-5121

6구역
7구역

5월 2일(주일) ~ 5월 8일(토)
5월 9일(주일) ~ 5월 15일(토)

▶ 5월 5일(수)은 어린이 날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봉헌금 납부계좌 안내

- 우리은행

교무금

1005-702-404949

건축헌금

1005-003-851588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9,335,777 (4월 19일 ~ 25일)

주일헌금

2,589,100 (4월 25일)

2차헌금

1,710,000 (성소주일)

성경공부 그룹원 모집

건축헌금

5,919,000 (4월 19일 ~ 25일)

개강일자: 5월 6일(수) 오전 10시- 창세기, 탈출기
▶ 문 의: 강명주(글라라) ☎ 010-4319-5945

감사헌금

김순희 50,000 손은주 100,000
임을빈 100,000 임명희 200.000

백신나눔

최영주
정희자
이호준
김정신
김교상
박성진
익 명

연령회 회원모집
선종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거룩한 장례가 되도록
돕는 연령회에서 활동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 깊은 봉
사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 문 의: 회장 정상영(요셉) ☎ 010-2738-7501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30,000 이중재
50,000 이지원
60,000 최보금
60,000 정상영
100,000 김재심
120,000 익 명
1,000,000

50,000
60,000
60,000
60,000
100,000
120,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