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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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청소

9/23 5 구역  6 구역 9/29, 레지오

9/30 7 구역  8 구역 10/6, 레지오

 9월 22일(토)
 어린이미사 없음.
 특전미사 있음.

 9월 23일(주일)  주일미사 동일

 9월 24일(월)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06시,10시)

 9월 25일(화)  06시미사, 19시 미사없음.

 9월 26일(수)  06시미사, 10시미사 

수  입 지  출

교무금 15,565,000 제전비 1,173,000

주일헌금 14,982,250 전교비 463,350

감사헌금 2,260,000 단체보조비 3,388,000

성소후원금 45,000 주일학교 운영비 188,010

사회복지후원금 428,000 교구납부금 5,000,000

성무지원금 2,780,0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건축헌금 5,125,000 성무지원비 2,780,000

기부금 2,947,000 성무활동비 및 
특별지원비

1,700,490

혼배 / 장례 1,000,000 신자피정 교육비 300,000

특별헌금 1,994,500 자선찬조비 5,647,000

사용수입 100,000 급여,수당 9,824,550

이자수입 2,858,082 잡 금 530,000

퇴직급여충당금 900,000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900,000

기타기부금 170,055 여비교통비 40,000

부속단체수입 1,000,000 수도광열비 2,745,110

임차료 197,500

사무용품비 6,000

기타행사비 227,800

회의비 315,300

용역비 1,172,460

통신비 252,050

복리후생비 836,890

소모품비/수선비 501,800

도서인쇄비 48,000

세금과공과 49,390

학비보조금 1,682,500

시설비 750,000

잡지출 213,790

수입합계 52,154,887 지출합계 42,032,990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을 사무실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당일 봉헌함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9/24(월)10시미사 후, 25(화)06시미사 후

   9/26(수)12시에 성당문을 닫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 영명축일 (9월29일) 

 ☆축하미사:9월30일(주일)11시 교중미사☆

   축일을 맞이하시는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 9월 10일  ~ 9월 16일 )

 교 무 금 ....................   2,925,000

 주일헌금 ....................   2,513,000

 헌미헌금 2차헌금..............  1,931,000

 성소후원회비 .................     15,000

 사회복지후원금 ................    50,000

 【감사헌금】

  유효숙 프란치스카  ................   500,000

  장숙자 로사 ......................     50,000

  김민지 마틸다  ....................    50,000

  ** 8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