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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 사� 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05.25~05.31)

주일

토 일� � � 유� 아� 세� 례 홀수달�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11,010,000

주� 일� 헌� 금 2,865,000
전입교우환영식 매�월� 둘째주일� 11:0016:00� 어린이

19:30� 중‧고등부�
일� � � � 반 청년

성전신축특별 681,000
환자영성체 첫째�주� 화요일� 10:0006:00 09:00 11:00 20:00 16:00 감� 사� 헌� 금 1,100,000

성� � 시� � 간� 첫�목요일� 19:30미사후 건� 축� 헌� 금 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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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00
고� 해� 성� 사 매� 미사� 전� 30분� 주� 간� 합� 계 19,148,000

천주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당신부님,� 수녀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우리� 본당으로� 전입하신� 형제자매를� 환영합니다!

전입� 세대주 가족 전본당 구역

정동균� 치릴로 1 군종교구 3-3-4

성� � � 경� � � 구� � � 절

지난� 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번� 주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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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500,000

교�무�금 43,590,000 163,153,000 선�교�비 6,806,300 40,031,400

주일헌금 13,189,100 45,814,710 교�육�비 1,223,990 6,647,010

특별헌금 1,130,000 5,875,080 자�선�비 100,000 3,400,000

감사헌금 3,725,000 8,335,000 일반관리비 18,639,900 107,032,420

합동미사 0 12,064,000 부�담�금 17,772,000 98,003,080

과교무금 100,000 16,775,000 재�무�비 1,514,506 8,671,889

건축헌금 7,387,000 22,949,700 신협상환금 16,670,000 83,350,000

기타헌금 20,000 161,000 미사예물 3,700,000 19,120,000

후�원�금 305,000 725,000 성소(예금) 245,000 635,000

성소후원 215,000 635,000 사회(예금) 1,040,000 2,230,000

사회복지 1,080,000 2,280,000 운영수지 113,776,136

자선수입 0 1,136,000

이자수익 0 1,614,814

기타수입 687,000 19,262,040

미사예물 2,900,000 19,000,000

출�자�금 70,000,000

합� �계 74,328,100 483,396,935 � 합� �계 67,811,696 483,396,935

◈� 사제양성� 특별헌금�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다시

� �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우분들의� 안전과

� �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부활대축일에� 시작한� 인터넷� 생방송미사는�

� 1.� 성령강림대축일(5.31)로� 종료합니다.

� 2.� 본당� 공동체� 미사� 외� 각종� 행사� 및� 모임� 등은�

� 2.� 종전대로� 6월말까지� 중단합니다.

� 3.� 본당의� 방역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 � � � (미사� 전� ‧ 후� 손소독� 등)
◈�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 -� 마스크를� 착용� 합니다.

� -� 바코드� 제출(명단작성)� →� 체온측정� →

� � � 손� 소독� →� 입장

� -� 지정된� 좌석(스티커)에� 앉습니다.

� � � (가족� 이외는� 일정� 간격� 유지)

� -� 악수� 등�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 성당� 출입� 시간은� 월� ·� 수� ·� 금� 18시,�

� � � 화� ·� 목� ·� 토� 21시까지� 제한합니다.

� -� 각종� 교육� ·� 모임� 등은� 당분간� 중지합니다.

� �※� 미사시간� 이외는� 사무실을� 통하여� 성당을

� �※� 출입하여야� 합니다.

◈� 5월� 결산서(2020.5.1� ∼� 5.31)� � � � � � � � (단위:� 원)

◈� 교무금� 은행납부(입금)시� 책정자명과� 세례명을�
� � �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