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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중·고등부)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후 7시

토요 저녁 오후 6시(주일미사) 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어린이 토요일 오후 3시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시간
일자  토요저녁 11시 성전청소

  1월 14일 신 3구역 신 4구역 1/20(토),신 3구역

  1월 21일 신 5구역 신 6구역 1/27(토),신 43구역

수  입 지  출

교무금 29,268,000 특별예금 900,000

주일헌금 16,359,820 제전비 2,370,000

감사헌금 3,150,000 전교비 3,301,630

성소후원금 1,213,000 단체보조비 6,891,580

사회복지후원금 1,522,000 주일학교 운영비 1,867,780

성무지원금 2,690,000 교구납부금 10,000,000

건축헌금 7,995,000 특별헌금 5,424,000

기타헌금 4,110,0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특별헌금 5,424,000 성무지원비 1,630,000

이자수입 27,507 성무활동비 및 
특별지원비

2,756,040

기타기부금 793,733 신자피정교육비 720,000

사용수입 100,000 본당행사비 4,350,500

퇴직급여충당금 900,000 자선찬조비 6,175,000

가수금 20,000 급여,수당 10,275,980

기부금 370,000 여비교통비 40,000

혼배/장례 1,000,000 수도광열비 3,243,250

부속단체수입 5,000,000 임차료 161,600

사무용품비 340,260

도서인쇄비 90,890

용역비 703,500

통신비 607,590

복리후생비 786,530

소모품비 577,170

차량비 136,00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900,000

수입합계 79,943,060 지출합계 65,349,300

◉ 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

 - 주님봉헌 축일(2월 2일)에 제대 및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      

   합니다. 제대 초를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는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성소 후원회 미사 

 - 일  시 : 1월 18일(목), 오전10시 

 - 미사 후 강당에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신3구역 형제모임 

 - 일  시 : 1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 무수경로당

 - 문  의 : 010-3748-1200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 1월 1일 ~ 1월 7일 )

 교 무 금 ....................   5,624,000

 주일헌금 ....................   3,218,000

 구유경배 예물 .................   118,000

 성소후원회비 .................... 110,000

 사회복지후원금 .................. 185,000

【감사헌금】

 익   명  ........................      100,000  

 이춘호 마르꼬 ....................      50,000

 신유형 엘리사벳 ...................    100,000

 허명옥 율리안나...................     100,000

 익   명 ...........................     20,000

 김윤수 시몬 ......................     500,000 

 이연지 세레나 ......................   100,000

 조성자 안젤라 .....................    200,000 

** 12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 다음 주에는 원주교구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건립금 후원을 위한 모금 방문이

   있습니다.

※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월 15일부터 국세청‘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거나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