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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3시 : 어린이

          오후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교중 및 중고등부(열림터)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홍윤순 루치아 황순애 글라라

서중원 실베리오 윤정순 레아

김경애 스테파니아

수  입 지  출

교무금 16,867,000 가수금 620,000

주일헌금 7,473,400 제전비 1,239,000

감사헌금 4,120,000 전교비 1,462,400

성소후원금 85,000 단체보조비 1,886,500

사회복지후원금 373,000 주일학교운영비 100,000

건축헌금 3,005,000 교구납부금 5,700,000

기타헌금 3,430,000 특별헌금 1,484,500

특별헌금 1,822,5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기타기부금 131,665 성무활동비 1,200,000

기타수입 1,321,140 사제특별지원비 442,740

퇴직급여충당금 700,000 자선찬조비 7,760,000

백신나눔 4,200,000 본당행사비 2,630,300

가수금 50,000 급여,수당 10,913,980

여비교통비 50,000

소모품비 261,060

수도광열비 889,540

수선비 30,000

용역비 531,700

통신비 50,110

도서인쇄비 66,000

복리후생비 694,670

잡지출 72,00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700,000

수입합계 43,578,705 지출합계 39,884,500

◉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7월 3일(토), 오전 10시

 - 준비물 : 성모님께 봉헌하는 편지, 묵주

◉ 코로나 ‘백신 나눔 운동’ 참여 안내

- 참여방법: 본당 사무실에 납부

- 성금액수: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 입니다.

- 참여기간: 2021년 11/27(대림 제1주일 전날)

◉ 신자 확인용 바코드 발급

- 사용 중인 바코드 용지가 훼손되었거나 분  

  실하였을경우에는 재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본  

  당 신자는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받으  

  셔야 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6월 14일 ~ 6월 20일)

 교 무 금 ....................   2,830,000

 주일헌금 ...................... 2,055,000

 민족화해와 일치를위한 2차헌금.... 725,000

 사회복지후원금 .................   10,000

 성소후원금 .....................   10,000

【감사헌금】

 박남규          ...............    10,000

 박대성 ........................    10,000

 고경도 베드로 .................    30,000

 맹미림 안젤리나................   100,000

 홍세표 베네딕도 ...............   100,000

 김태환 미카엘 ................. 1,000,000

【백신나눔】

** 5월 본당 살림살이

**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