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승천 대축일 (1591호)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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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영성체

575-5121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주일학교
교 리

모임이 가능한 시기에 개학

예비자교리

주일반

09:30

수요반

20:00

홍보주일 2차헌금

전신자 성경 읽기 현황표 게시

오늘은(5월 16일)는 홍보주일로 대중매체를 통한 교
회의 여러가지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차헌금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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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미헌금 2차헌금
다음주(5월 23일)는 헌미헌금 봉헌의 날로 끼니때마다
한줌의 쌀을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가정에서 봉헌한
쌀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봉헌합니다.

<전례·봉헌>
본

8구역

5월 16일(주일) ~ 5월 22일(토)

당

9구역

5월 23일(주일) ~ 5월 29일(토)

성모성월 묵주기도 봉헌
5월 ‘성모성월’을 맞아 거룩하신 성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로서 사랑을 드리며 코로나 종식과 우리 가정을 위
해 각자가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마당에서 매일
저녁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 성모의 밤: 5월 29일(토) 오후 8시, 대성전

성모의 밤 꽃 봉헌
꽃 봉헌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하시
기 바랍니다.
청년 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모집반: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카메라로 촬영하면
신청서 링크가 뜹니다.
문의: 김민정(스텔라) ☎ 010-6256-6680

▶ 5월 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 봉헌금을 통장으로 이체 하실 경우에는 책정자와 동일
한 이름으로 내역을 명시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체하신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7,660,000 (5월 3일 ~ 9일)

주일헌금

3,007,000 (5월 9일)

건축헌금

1,605,000 (5월 3일 ~ 9일)

감사헌금

익 명 30,000 김영순 50,000
한상연 100,000 류재오 1,000,000

백신나눔

이요셉
정영자
이정선
이희경

30,000
50,000
100,000
100,000

박마리아 30,000
함정옥 70,000
이연규 100,000
황종옥 300,000

▶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임을 병행합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