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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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감가적립금 150,000,000 건물감가적립금 3,163,925

교무금 13,600,000 비품 9,150,000

주일헌금 9,730,600 제전비 36,000

감사헌금 4,240,000 전교비 574,160

성소후원금 105,000 단체보조비 1,480,000

사회복지후원금 319,000 교구납부금 6,900,000

건축헌금 3,230,0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기타기부금 133,840 성무활동비 1,200,000

특별헌금 545,000 사제특별지원비 434,230

퇴직급여충당금 1,300,000 자선찬조비 1,300,000

이자수입 3,808,308 급여,수당 10,960,290

시설헌금 30,100,000 잡 급 530,000

기타수입 250,350 여비교통비 50,000

시설비 132,327,500

소모품비 914,550

수도광열비 408,560

차량비 58,000

용역비 1,080,500

통신비 56,170

복리후생비 835,120

세금과공과, 

보험료
94,53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1,300,000

학비보조금 1,530,500

잡지출 111,760

수입합계 217,362,098 지출합계 175,595,795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9/13 사목회 7 두레 8 두레 성모회

9/20 차량봉사 9 두레 1 두레 독서단

◉ 코로나19 관련 협조 교구 지침 안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교우분은 성당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우께서는 미사 참례나 성당 

방문 시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리며 주보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발열, 기침, 기타 호흡기 질환 증상자

2.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3. 국가로부터 접촉자 문자를 받으신 분

4. 사회적 거리 유지 및 확산 예방을 위하  

   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5.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한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8월 31일 ~ 9월 6일)

 교 무 금 ....................   4,756,000

 주일헌금 ....................   1,541,000

 성소후원회비 ..................    45,000

 사회복지후원금 .................. 128,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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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애 스테파니아..............   100,000

 이정자 루시아 ..................   50,000

 박승열 스테파노.................. 100,000

 강금순 마리아...................   50,000

 한혜리 로사리아 ................. 100,000

 나동기 알베르또 ..................100,000 

 익   명 .......................    30,000

◉ 다음주는 서울대교구 내 성지개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8월 본당 살림살이

◉ 전례봉사 담당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