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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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토요저녁 11시 피정 중식봉사 성전청소

6/10  2구역  3구역 8구역 6/16,레지오

6/17  4구역  5구역 9구역 6/23,레지오

구역 피정 및 미사 가정방문 날짜
8 6/17(주일) 6/12(화),6/14(목),6/15(금)
9 6/24(주일) 6/19(화),6/20(수),6/21(목)

구역 교적인원 참가자 인원 참가율

1구역 272명 90명 33.1%

2구역 371명 83명 22.3%

3구역 251명 72명 29.6%

4구역 188명 55명 29.2%

5구역 313명 107명 34.2%

6구역 198명 53명 26.8%

수  입 지  출

교무금 16,674,000 특별예금 900,000

주일헌금 14,032,000 제전비 4,200,250

감사헌금 3,024,000 전교비 443,240

성소후원금 40,000 단체보조비 5,806,530

사회복지후원금 356,000 주일학교 운영비 1,200,790

성무지원금 2,780,000 특별헌금 6,195,500

건축헌금 4,580,000 교구납부금 5,000,000

기타기부금 1,658,797 사제관운영비 1,100,000

기타헌금 2,090,000 성무지원비 2,780,000

기타목적헌금 4,434,000 성무활동비 및 
특별지원비

1,696,400

사용수입 100,000 신자피정 교육비 190,000

특별헌금 6,195,500 자선찬조비 4,734,000

퇴직급여충당금 900,000 급여,수당 9,836,950

잡 금 530,000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900,000

여비교통비 40,000

수도광열비 2,092,780

임차료 197,500

차량비 110,000

 잡지출 181,380

용역비 622,500

통신비 251,300

복리후생비 823,220

소모품비 930,990

수입합계 56,864,297 지출합계 50,763,330

구역 일  시 장  소

4구역 6/16(토), 오후7시 배움터

6구역 6/17(주일), 교중미사후 배움터

◉ 구역 공동체 피정/미사 및 가정방문

-  피정 및 미사 프로그램  

   (10시 강의, 11시 미사, 12시 중식)

-  장  소 : 본당 대강당

-  소속구역에서 피정을 못하실 경우 다른 구역

   에서 피정/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구역 피정/미사 참가자

◉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여행

 - 일  시 : 7/21(토) ~ 7/23(월)

 - 장  소 : 속초 일대

 - 숙  소 : 게스트 하우스

 - 문  의 : 정우석 마태오 010-3846-8569

◉ 구역 형제모임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 5월 28일  ~ 6월 3일 )

 교 무 금 ....................   4,960,000

 주일헌금 ....................   3,441,100

 성소후원회비 .................     25,000

 사회복지후원금 ..................  43,000

** 5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감사헌금】

 홍윤순 루시아   .................      300,000

 박귀자 아가다  .................       100,000

 선우옥심 레지나  .................      30,000

 황이선 베드로  .................       100,000

 박승찬       ...................       200,000

 이정자 루시아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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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안나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