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공성사 안내·부활 

- 판공성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유효합니다. 성사를 보신 분께서는 성사표를  

  본당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4월 27일 ~ 5월 3일)

 교 무 금 ....................   5,973,000

 주일헌금...... ................ 2,047,000

 성소주일 2차헌금 ................ 802,000

 사회복지후원금 ................... 60,000

 성소후원회비 .................... 108,000

【감사헌금】

 박상순 요셉 .................... 100,000

 정병호 요셉.......................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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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조 보니.......................100,000

 지현숙 세실리아................. 200,000

 김영숙 베네딕다.................... 30,000

 익   명  ......................... 50,000

 선우옥심 레지나.................... 60,000

 백동은 살로메....................  50,000

 정해술 알풍소..................... 200,000

 권재홍 안나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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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중 요한 .................... 100,000

 김이순 안나 .................... 100,000

 ◉ 다음주는 헌미헌금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1~4 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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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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지  출

교무금 57,430,000 제전비  3,456,000

주일헌금 27,751,100 전교비 1,833,426

감사헌금 16,847,000 단체보조비 17,511,370

성소후원금 640,000 교구납부금 26,728,000

사회복지후원금 1,836,000 주일학교운영비 69,320

건축헌금 14,060,000 사제관운영비 4,400,000

기타기부금 1,074,438 성무활동비 4,800,000

혼배/ 장례 500,000 사제특별지원비 1,760,170

기타헌금 7,619,200 특별헌금 1,812,000

특별헌금 1,812,000 기타행사비 920,000

부속단체수입 4,400,000 자선찬조비 9,440,000

이자수입 2,884,361 급여,수당 45,690,040

퇴직급여충당금 5,200,000 잡 금 2,120,000

여비교통비 200,000

차량비 143,800

소모품비 3,886,960

수도광열비 11,814,870

임차료 520,600

용역비 2,728,300

통신비 881,690

복리후생비 3,587,960

수선비 150,00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5,200,000

세금과 공과 106,500

회의비 545,000

사무용품비 84,460

도서인쇄비 324,000

보험료 263,100

학비보조금 2,397,950

잡지출 369,190

수입합계 142,054,099 지출합계 153,744,706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5/10 사목회  5 두레 6 두레 성모회

5/17 차량봉사 7 두레 8 두레 연령회

http://www.dbs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