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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17시(청년), 19시

 평일 미사

월요일 미사없음

토요 저녁 오후 5시, 오후 7시 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일  자 미  사  시  간

2월 11일(목)
오전 10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12일(금)

설 합동위령미사

오전 6시, 오전 11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13일(토)
토요저녁 주일미사 17시, 19시

※ 15시 이후에 성당 개방

2월 14일(주일) 
주일미사 동일

(06시30분,09시,11시,17시,19시)

수  입 지  출

교무금 200,526,000 제전비 9,918,500

주일헌금 89,198,100 전교비 7,666,469

감사헌금 61,417,000 단체보조비 30,463,370

성소후원금 1,864,000 주일학교운영비 97,820

사회복지후원금 8,714,000 교구납부금 73,735,000

건축헌금 45,790,008 특별헌금 9,739,260

기타기부금 2,953,225 사제교육비 1,700,000

기타헌금 17,125,200 사제관운영비 15,400,000

특별헌금 9,739,260 성무활동비 14,400,000

시설헌금 31,430,000 사제특별지원비 9,570,850

기부금 388,000 신자피정교육비 200,000

혼배, 장례 500,000 자선찬조비 30,558,000

부속단체수입 5,900,000 교구 및 본당행사비 960,000

이자수입 7,418,302 기타행사비 1,720,000

기타수입 792,760 급여,수당 132,100,561

잡 금 8,560,000

여비교통비 600,000

회의비 1,153,000

사무용품비 651,840

도서인쇄비 2,649,600

소모품비 13,801,840

수도광열비 24,277,140

수선비 1,748,711

차량비 677,800

임차료 2,192,100

용역비 13,049,400

통신비 2,447,800

세금과공과 166,230

보험료 1,083,310

복리후생비 9,928,700

시설비 282,171,500

조경비 2,674,00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15,600,000

퇴직급여 43,822,256

학비보조금 4,291,150

운영수지차액 286,802,182 잡지출 781,830

수입합계 770,558,037 지출합계 770,558,037

오진순 다니엘 전영자 글라라

탁현수 요셉 김소현 시에나카타리나

김찬영 다미안 구복순 에스텔

유영주 플로렌시오 고흥민 요한

이심교 베네딕다 김명자 율리아

◉ 설 합동 위령미사

※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나 당일 못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미사봉헌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1월 25일 ~ 1월 31일)

 교 무 금 ....................   4,835,000

 주일헌금 ..................     1,352,000

 해외원조주일 특별헌금 .......     539,500

 성소후원회비 ................     130,000

 사회복지후원금 .................   84,000

【감사헌금】

 유효숙 프리스카 ...............   200,000

 송봉희 안젤라  ................    10,000

 강미순 발비나.................     50,000

 이정덕 막달레나................    50,000

 성상식 베드로..................   100,000

【제대초 봉헌】1/25 – 1/30

** 2020년 1월 ~ 12월 살림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