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합동 위령미사

※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나 당일 못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미사봉헌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풍에 지향작업
   으로 인해 1/30일 11시미사까지 접수 
   부탁 드립니다.

◉ 초 축복 및 제대초 봉헌
 - 주님봉헌 축일(2월 2일)에 제대 및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      
   합니다. 제대초를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는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월 3일 ~ 1월 9일)

 교 무 금 ....................   3,740,000
 주님 세례 축일 헌금............ 1,924,200
 사회복지후원금 .................   30,000
 성소후원회비 ...................   30,000

【감사헌금】

 박남규  .......................    10,000
 박민수 .........................   10,000
 고난희 리디아 .................    50,000
 이춘호 마르꼬 .................   100,000

** 2021년 본당 살림살이

** 1/5일 교무금 4월분이라고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신 교우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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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오후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교중 및 중고등부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유아 세례 첫주 토요일 오후 3시

혼인 면담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미사시간 1월 16일 1월 23일
(토) 18시 3 두레 7 두레
6시 30분 4 두레 8 두레

9시 5 두레 9 두레
11시 6 두레 1 두레
18시 청년 청년

일  자 미  사  시  간

1월 31일(월)
오전 6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1일(화)

설 합동위령미사

오전 6시, 오전 11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2일(수)
오전 6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수  입 지  출

교무금 213,904,000 제전비 17,301,340

주일헌금 80,436,170 전교비 7,673,280

감사헌금 67,566,900 단체보조비 18,651,250

기타헌금 12,363,200 주일학교운영비 742,050

성소후원금 3,020,000 교구납부금 67,517,000

사회복지후원금 6,863,000 특별헌금 11,451,800

건축헌금 37,800,000 사제관운영비 15,400,000

기타기부금 2,517,417 성무활동비 14,400,000

기부금 579,260 사제특별지원비 10,063,140

이자수입 5,806,022 성무지원비 35,700,000

특별헌금 11,451,800 사제 교육비 1,050,000

성물판매 2,000,000 신자피정 교육비 845,000

기타행사 330,000 직원 교육비 22,000

기타수입 629,950 자선찬조비 35,599,260

백신나눔 10,620,000 본당행사비 17,854,200

성무지원금 35,700,000 기타행사비 1,527,000

급여,수당 135,183,840

여비교통비 600,000

소모품비/사무용품 11,364,410

수도광열비 17,462,440

임차료 2,880,000

회의비 155,000

도서인쇄비 206,000

수선비 1,998,480

차량비 854,000

수수료 667,810

용역비 14,257,810

통신비 2,750,450

복리후생비 8,628,830

세금과공과 107,050

보험료 991,220

시설비 10,450,000

잡지출 1,068,780

퇴직급여 충당전입 8,515,689

운영수지차액 17,648,590

수입합계 491,587,719 지출합계 491,587,719

http://www.dbs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