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3837 과천시별양상가 2로 20, 1호 (새서울쇼핑센타 6층)
 www.assisi.or.kr E-mail: byang@casuwon.or.kr
  카  페: cafe.naver.com/bydchurch1

주임신부  윤용배 (라자로)
           ☎ 502-8453
보좌신부  신선웅 (빈첸시오)
           ☎ 502-8454
전교수녀  김 벨라뎃다 강 요안나
           ☎ 502-8458
사 무 실   ☎ 502-8452

F A X   ☎ 502-8455
위령봉사회  HP 010-9013-0831
              010-2713-2276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사�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01.27~02.02)

주일

토 일� � �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12,025,000

주� 일� 헌� 금 4,111,000
전입교우환영식 매 월 둘째주일 11:0016:00 어린이

19:30 중‧고등부 

일    반 청년
사제양성특별 850,000

환자영성체 첫째 주 화요일 10:0006:00 09:00 11:00 20:00 16:00 감�사� 헌� 금 200,000

성� � 시� � 간� 첫 목요일 19:30미사후 건�축� 헌� 금 1,185,000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제2성당)

06:00
19:30

06:00
10:00

06:00
19:30

06:00
10:00

10:00
첫토신심

후� � 원� � 금 280,000
고�해�성�사 매 미사 전 30분 주�간� 합� 계 18,651,000

천주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신부님, 수녀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성� � � 경� � � 구� � � 절

지난�주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번�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임신부 2020.2.10∼14 가톨릭교육
문화회관 기도 부탁

드립니다.보좌신부 2020.2.17∼21 아론의 집

세�입�부 세�출� 부

과�목 월�계 누�계� 과� 목 월�계 누�계�

전기이월 93,616,591 출�자�금 100,000 100,000
교�무�금 26,120,000 26,120,000 선�교�비 10,856,000 10,856,000

주일헌금 18,757,310 18,757,310 교�육�비 1,710,070 1,710,070
특별헌금 3,226,500 3,226,500 자�선�비 1,500,000 1,500,000

감사헌금 480,000 480,000 일반관리비 22,250,840 22,250,840
합동미사 12,064,000 12,064,000 부�담�금 22,312,000 22,312,000

과교무금 9,120,000 9,120,000 재�무�비 2,002,387 2,002,387
건축헌금 5,597,500 5,597,500 신협상환금 16,670,000 16,670,000

기타헌금 41,000 41,000 미사예물 5,470,000 5,470,000
후�원�금 65,000 65,000 운영수지 95,492,144

성소후원 125,000 125,000
사회복지 310,000 310,000

자선수입 1,136,000 1,136,000
기타수입 984,540 984,540

미사예물 6,720,000 6,720,000
합� �계 84,746,850 178,363,441 � 합� �계 82,871,297 178,363,441

우리�본당으로�전입하신�형제자매를�환영합니다!

전입 세대주 가족 전본당 구역

오춘님 마리안나 1 노대동 4-6-2

강진호 안토니오 4 거주불명 3-2-6

 환영합니다!환영합니다!

강주희 요안나 수녀
           ‣ 환영식: 2.9(주일) 11시

◈�성전신축�특별헌금�있습니다.

◈�사제연례�피정

◈� 「매일미사�성경구절」� 사용� 안내
  2020년 본당 달력에 표시되지 않은 매일미사의
성경구절을 한데 모아 모음집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비치하여 매일의 미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초�봉헌�현황� :� 207개� (\� 2,070,000)

◈�대림시기�대림절�저금통� 81개:� (\1,491,580)

◈�신종�코로나�감염�예방을�위한�본당� 조치�사항
 1. 미사 외의 모든 모임(교육, 행사, 회의 등)에 대한
    연기, 취소 등은 해당 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2. 성수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내에 성수항아리에서
    가져다 사용한다.
 3. 이 외의 예방조치는 교구 사목지침에 따른다.
    (게시판 참조)

◈� 1월� 결산서(2020.1.1� ∼� 1.31)� � � � � � � (단위:� 원)

◈�중․고등부�주일학교�등록
 - 주제: 즐거운 성당 생활

 - 등록대상: 중1∼고3

 - 등록비: 20,000원/1인 (1,2학기 통합)

 - 등록기간: 2.8(토)∼3.1(주일)

 - 새학기 O․T: 3.7(토) 18:00 성가대실

◈�은혜의�밤(성령기도회)� 취소되었습니다.

◈� 성인�복사단(시메온)� 봉사자�모집

 - 기간: ∼ 2020.2.23 최 마태오 ☎ 010-6844-6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