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세례 축일(1477호)
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보좌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경당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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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수녀 박 마리아, 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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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13

환자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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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교사모집
【초등부】 1. 저학년(유치부~초등 2학년) 자모교사
2. 고학년(초등 4학년~ 6학년)
▶ 문 의: 교감 심준(가브리엘) ☎ 010-7745-6576
【중·고등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 해 주실 분들의 참여
를 기다립니다.
▶ 문 의: 교감 정윤성(안드레아) ☎ 010-3077-5970
성소후원회 회원모집
지난 한 해동안 성소계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
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우 여러
분들의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1월 월례회: 1월 23일(수) 10:40분, 남종삼 방
▶ 입금계좌: 우리 1005-403-259055 천주교유지재단

주일반

수 입
내 용

이월금
교무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기타헌금
기타후원금
교구2차헌금
성무지원금
사회복지후원금

나눔의묵상회/우리농
본당행사비
성물판매
혼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134,351,554
539,456,001
346,364,560
52,525,000
19,441,820
3,480,520
62,255,950
32,580,000
14,570,720
19,200,000 환경개선공사
비품
1,333,700
2,460,767 사제관 운영비
21,075,000 사제성무활동비
성무지원비
109,115
수녀생활/성무활동비
1,491,200
사제/수녀특별지원비

사제교육비
신자피정교육비
성소계발비
자선찬조비
본당행사/기타행사비

인건비/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소모품

<구역모임>
남성 2구역 1월 20일(주일) 19:00
경당
남성 7구역 1월 17일(목)
19:30 노숙자 아구찜
남성 9구역 1월 20일(주일) 1900 이성주(요한)님댁

사무용품/도서인쇄비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10,015,000 (1월 1일~6일)
6,673,610 (1월 6일)-1,341명(29.5%)

익명 30,000 하준철 50,000 이선우100,000
감사헌금
이상재100,000 익명200,00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내 용

제전비
전교비
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
교구납부금
지구부담금
교구2차헌금
건물감가적립금
대출금 상환

1/13일(주일)~19일(토) 7구역 1/20일(주일)~26일(토)

교무금

수요반

20:00

지 출
금 액

<전례·봉헌>
6구역

09:30

2018년 본당 재정보고 (2018.1.1.~12.31.)

제대초 봉헌받습니다.
2월 2일(토)은 주님 봉헌축일로 초 축복예식이 있습
니다. 일 년동안 사용할 제대초를 봉헌 받사오니 사무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목요일 10:00부터

계

1,250,695,907

세금과 공과
시설/수선비
임차료/용역비
이자비용
기타지출
차기이월금
계

교구납부금 미납액+2019년 교구납부금+대출금

금 액

35,309,357
32,825,630
82,623,850
26,639,532
229,781,000
10,000,000
62,255,950
10,000,000
20,000,000
79,511,050
11,198,000
15,400,000
14,400,000
32,580,000
25,300,000
12,604,210
1,700,000
6,120,000
560,000
45,327,560
82,966,110
190,476,688
2,308,029
21,086,427
4,154,970
51,416,062
12,220,220
16,179,700
7,696,460
3,399,926
104,655,176
1,250,695,907

598,121,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