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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부주임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전교수녀

박 마리아, 최 아가타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선종봉사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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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목교서에 따른 본당 사목 중점사항】
-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1. 평일미사 참례와 성체조배를 자주 하도록 노력합시다.
적어도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평일 미사를 참석하고 자
주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적어도 30분 이상은 성체조배를 하도록 노력하는
포이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본당 안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합시다.
본당 안에서 만나거나, 미사 때에 주변에 앉으시는 분들
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당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서로가 낯설지 않도록
친절을 베풀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도록 노력하
면 좋겠습니다.
3. 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되어줍시다.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가족들 간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분들이 한 사람씩 정하여 그
분을 위해 작은 도움들-기도, 나눔, 시간–을 전해주고 다
시금 신앙생활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위
한 수호천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4. 한반도 평화와 본당 공동체의 성화(聖化)를 위해 매
일 밤 9시 주모경을 함께 바칩시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교우들이
밤 9시에 어느 곳에 있던지 주모경을 바치기로 하였습니
다. 이에 포이동 성당의 모든 교우들의 성화(聖化)를 위
한 지향을 추가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9월 순교자성월에 나
눔과 일치를 이룹시다.
포이동 성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본당의 날을 중심으로
9월에 포이동 성당의 모든 교우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함
께하는 나눔과 일치의 행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세상 안
에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지역 사
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입니다.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환자영성체

571-5121

매월 넷째 목요일 10:00부터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주일학교
교 리

초 등 부(토요일 17:00)
중 고등부(주일 10:00)

예비자 교리

3월 환영식 예정

설 합동 위령미사
1월 25일(토)

오전 6시, 오전 10시

미사 후 분향예절과 연도가 있습니다.
▶ 설 당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위령미사예물은 1월 19일(주일) 교중미사까지 마감하오
니 미리 정성껏 준비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어르신 식사나눔
일 시: 1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마리아 홀
▶ 2020년부터 어르신 식사나눔이 매월 마지막 주에서
둘째 주로 변경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
신(마르코 10.16)’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이끌어 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1. 저학년(유치부~초등 2학년)- 자모교사
2. 고학년(초등 4학년~ 6학년)- 청년교사
▶ 문 의: 최은영(레지나) ☎ 010-9976-0264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모집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멘토가 되어주며 하느
님의 말씀을 전할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뜻있는 분들의 연락바랍니다.
▶ 문 의: 오재훈(베네딕도) ☎ 010-2658-2983

서울 청년 제43차 꾸르실료
김예슬(아기아가다) 자매님이 청년 제43차 꾸르실료 교
육에 참석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꾸르실리스따들의 많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1월 16일(목)~19일(주일)
2. 장 소: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회관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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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초 봉헌받습니다.

2019년 본당 재정보고 (2019.1.1.~12.31)

2월 2일(주일)은 주님 봉헌축일로 초 축복예식이 있
습니다.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하시
기 바라며, 개인 기도초는 미리 성물판매소에 신청하
신 후 축성예식 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 및 건축헌금 봉헌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이며, 자기수입의 일정액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2020년도 교무금도 정성껏 책정
해 주시기 바라며 경당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헌금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금 납부 계좌번호 안내>
교무금

1005-702-404949

우리

건축헌금

(재) 천주교
유지재단

1005-003-851588

설 맞이 떡국 떡 판매: 1월 12일(주일), 19일(주일)
여성구역에서 떡국 떡을 1kg-5,000원/2kg-10,000원에
판매하오니 많은 구매바랍니다.

<1월 구역 모임>
남성 2구역

19일(주일)

19:00

경당

남성 3구역

19일(주일)

12:30.

양재 해장국

남성 4구역

18일(토)

18:00

시골 보쌈

남성 7구역

16일(목)

19:30

노숙자 아구찜

남성 8구역

18일(토)

18:00 한청수(안토니오)님 사업장

남성 9구역

12일(주일)

18:00

김윤경(베드로)님댁

남성 10구역

16일(목)

18:30

흑다돈

수입
내용
전년 이월금
교무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기타헌금
기타후원/기부금
교구2차헌금
성무지원금
사회복지후원금
우리농
나눔의 묵상회
성물판매
혼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대건회

12일(주일) 12:20
18일(토)

20:00

정하상바오로방
남종삼요한방

1,2,10구역

1월 12일(주일) ~ 1월 18일(토)

3구역

1월 19일(주일) ~ 1월 25일(토)

경당

2구역

1월 12일(주일), 1월 16일(목)
1월 19일(주일), 1월 23일(목)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계

제전비
전교비
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
교구납부금
지구부담금
교구2차헌금
건물감가적립금
장기차입금 상환
사제관 운영비
사제성무활동비
성무지원비
수녀생활비
수녀성무활동비

1,260,778,173

계

1,260,778,173

본당 재정현황 (2020년 1월 3일 현재)
예금 및 현금 (\ 1,054,782,782)

21,019,000 (12월 30일~1월 5일)

주일헌금

5,382,010 (1월 5일)

건축헌금

1,962,000

감사헌금

이나연 30,000 박희성 100,000
정은진 200,000 이희영 500,000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금액

33,850,727
26,806,230
560,705,677
88,116,735
370,542,190
46,471,308
46,410,000
228,121,000
22,315,590
5,000,000
5,085,000
66,823,610
66,823,610
40,000,000
33,300,000
11,106,070
60,000,000
8,500,000
15,400,000
14,400,000
12,000,000
33,300,000
4,199,297
18,500,000
13,567,400
7,200,000
319,658
사제/수녀특별지원비
13,073,120
1,248,505
사제교육비
1,950,000
신자피정교육비
2,059,500
성소개발비
855,000
자선찬조비
36,222,026
본당/기타행사비
29,430,650
인건비/복리후생비 166,560,590
퇴직급여
2,344,444
퇴직급여충당금
5,798,166
비품
12,152,400
소모품/도서인쇄비 14,228,610
세금과 공과
46,630,405
시설/수선비
17,099,200
임차료/용역비
16,249,290
이자비용
6,370,400
회의비/잡지출
3,178,760
차기 이월금
202,586,002

<전례·봉헌>
본당

내용

104,655,176

<월례회>
나눔의 묵상회

지출
금액

1,439명
(31.2%)

예금

현금

건물감가적립금

1,002,482,262

2,110,000

50,190,520

부

채

(\ 1,342,375,000)

장기 차입금

2019년 미납교납금

2020년 교납금

940,000,000

170,000,000

232,375,000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