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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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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토요저녁 11시 성전청소

6/9 7 두레  8 두레 6/8, 레지오

6/16 9 두레  1 두레 6/15, 레지오

수  입 지  출

교무금 16,559,000 비품비 4,280,000

주일헌금 10,671,700 특별예금 1,100,000

감사헌금 2,705,000 제전비 470,000

성소후원금 170,000 전교비 443,240

사회복지후원금 382,000 단체보조비 9,474,100

건축헌금 4,270,000 주일학교 운영비 182,430

기타기부금 1,461,537 특별헌금 3,654,400

기타헌금 5,300,000 교구납부금 6,640,000

특별헌금 5,579,9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혼배/장례 1,500,000
성무활동비 및 
특별지원비 1,708,740

퇴직급여충당금 1,100,000 사제교육비 400,000

이자수입 5,463 신자피정 교육비 2,580,000

자선찬조비 3,700,000

기타행사비 200,000

급여,수당 10,590,960

잡 금 530,000

여비교통비 50,000

사무용품비 270,000

수도광열비 2,429,150

임차료 135,700

조경비 850,000

 잡지출 50,000

용역비 1,056,200

통신비 250,790

복리후생비 882,660

소모품비 724,360

수입합계 49,704,600 지출합계 53,752,730

알

림

 미사지향은 미사봉헌일의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전화 접수 불가)

 주보공지는 공지주일의 일주일전 주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 환자 영성체 

 - 일  시 :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장님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  시 : 6월 21일(금), 오전 10시 

 - 미사 후 강당에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미사 참례를 위한 마음가짐 

- 성전의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작 전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  

  니다.

- 미사 전 성전 안과 밖에서 떠들지 맙시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5월 27일 ~ 6월 2일)

 교 무 금 ....................   5,365,000

 주일헌금 ....................   2,828,000

 홍보주일 특별헌금 ...........   1,817,000

 성소후원회비 ....................  15,000

 사회복지후원금 .................. 108,000

【감사헌금】

 이명희 로사 .......................    100,000

 김언영      ......................     100,000

 강미순 발비나 .....................     50,000

 김현수 바르바라...................      50,000

 노해일 안드레아 .......................  200,000

** 5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