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회 한국대교구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제 26 회
2010년도  신도총회

소티리오스대주교와 
원로 교우분의

 팔순 잔치
원로회 창립 회원

옛 교우들의 모임 미국 유학생 안토니오스 성당 성악가 자매 

종교음악가 론 무어와 협연
하는 성당 복사

노인정 매월 점심식사 모임

뉴육 멘하탄 거리에서 잡
힌 한 장면 정교 음악가 론 무어

    

일시:    2010년 1월 17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인천 성 바울로 성당 



회   의   순

1. 개회알림……(비디오 상영)……… 
2. 개회기도………………………….. 위원장 
3. 회원점검………………………….. 서기 
4. 개회사…………………………..  부위원장
5. 전회의록낭독…………………… 서기 
6. 감사보고………………………….. 감사
7. 2009년 사업실적 …......................  위원장
8.새 운영위원 선출(2년임기)........        선거관리위 
9. 2008년 회계결산 ...................           회계
10. 2010 회계 예산 결의...............         회계
11. 2010 사업 계획 수립...............          위원장
12. 폐회 기도 .............................         위원장        

운영위원회 명단:  위원장 - 나창규 (다니엘)신부
부위원장 - 김   관 (포티오스) 
총무 - 김낙환 (안드레이)
재무 - 노몽래 (끼이라)
서기 - 장석준 (아포스톨로스)
선교 - 양홍금 (타시아)
복지 - 김찬규 (바실리오스) 
청소년 - 김세원 (타소)

감사: 전익수 (모이세이),  조병선 (스테파니아) 



2009 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2010 년도 회계 예산안
가.수입부 

과목 2009년과목별결산 2009 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단위: (원)

2008 이월금  5263579 3639776 
 성초헌금 1876870 2000000 2000000
주일헌금 3166580 4000000 4000000
감사헌금 1230000 3000000 3000000
월정헌금 10460000 10000000 10000000
특별헌금 6081119 6600000 6600000
년도헌금 235000 200000 200000
추도헌금 560000 1000000 1000000
성탄헌금 1409200 1500000 1500000
부활헌금 1677000 1500000 1500000
축일헌금 640000 1000000 1000000
기타 2073243 936421 2560224
계 29339012 37000000 37000000

나. 지출부    
 시설/일반관리비 11458180 15000000 14000000

공과비 3131855 2500000 3500000
교구할당 0 1000000 1000000
주일행사비 3232330 3000000 3000000
축일행사 3125820 2500000 3000000
단체보조 1654250 3000000 3000000
성직자보조 3400000 3500000 3500000
사회복지 3231650 3000000 3500000
경조비 1215730 2000000 2000000
난방비 513000 1000000 0
기타 0 500000 500000
계 30962815 37000000 37000000

 2009이월금   2009총수입  2009총지출  2010총이월금 

5263579 29339012 30962815 3639776

2010년도 성당관리계획

1. 북카페 시설 관리 

2. 성당 제단보 제작 

3. 사제 제의 제작

한국정교회 성 바울로 인천성당



2009 년도 사업실적

교회 교육 프로그램
• 주일 강론 및 주제 공부
• 예비신자 교육 ------예비신자(외국인) 
• 주일학교 교육 ------어린이 (유치부)
• 학생회------------학생 성가대 
• 특별세미나---------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교회선교 방향제시
• 학생 영어 캠프------춘천 영어 캠프 학생회 회원(7월모임) 참석
• 성당 인터넷 운영 (동영상 제작)
• 특별 행사 비디오 (그리스/러시아 순례)자료 제작

교회 성사
• 세례성사(유아)--------------베로니카 나 (호주)
• 원로회 창설 축복식-----------원로회
• 봉독자 축복식--------------바실리오스 김 
• 성수식--------------------성도 가정
• 환자 회복 기도식-------------입원 환자
• 고백 성사------------------회개자 
• 군복무 및 여행자 축복식  ------테오로고스 김

특별 행사
• 부인회 주관인 노인정 월 1 회 식사 제공 및 지원금 
• 노인정 회원 추석명절 행사
• 다니엘 신부 기독교 교회일치 순례참석(로마/영국)
• 부인회 주일 친교모임 운영 (점심식사)
• 부인회 수도원 수련회 (1박 2일)
• 교육관 북카페 (로고스) 설치
• 성당 냉난방 시설개선 공사 
• 자원봉사 선행
• 월 성인전 발표 및 성가 -----학생회 



2010년도 사업 계획

교회 교육 프로그램
• 매주 수요 성서 연구 모임--------------
• 교회 성사 생활 활성화 ----------------
• 주일 학교 운영-----------------------
• 학생회 교육 운영 --------------------
• 원로회 교육 운영(정관제정)-------------
• 부인회 교육 운영 (정관제정)-------------
• 예비신자 교육 운영 (기초교리책자 발간)----
• 교회 성인 소개 (소책자 발간)-----------
• 인터넷 강좌 (기초교리)---------------
• 정교회 인천성당 소개 소책자 발간-------
• 냉담자 연락------------------------

정기 행사 
• 주일 친교 모임 (다과 및 음료수)---------------
• 노인정 식사 운영 및 수도원 연례 방문-----------
• 정기 수도원 방문 1월7일 / 8월15일 / 10월3일---
• 성당 명명 축일(6월 29일) 프로그램--------------
• 북카페 “로고스” 운영-------------------------
• 서산 선교 지역 발전 기여---------------------
• 신데스모스(Syndesmos) 청년회 활동 -----

특별 행사
• 성지 순례 (그리스)-----------------------
• 특별 강사 초빙 ------------------------
• 110주년 한국선교 기념 특별 행사 지원-----
• 봄/가을 야유회-------------------------
• 성당 내외부 보수-------------------------
• 북 카페 “로고스” 실내 장식------------------
• 성가모음집 “테이프 및 CD” 제작-------------
• 성화 제작 (십자가) -----------------------
• 년 2 회 독서 경연 대회--------------------
• 성서쓰기 운동---------------------------

성 바울로 출판부 
인천

2010. 0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