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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 사� 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8.31~9.6)

주일

토 일� � � 유� 아� 세� 례 홀수달�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7,620,000

주� 일� 헌� 금 115,000
전입교우환영식 매�월� 둘째주일� 11:00

�
일� � � � 반

성전신축특별 0
환자영성체 첫째�주�화요일� 10:0009:00 11:00 감� 사� 헌� 금 730,000

성� � 시� � 간� 첫�목요일� 19:30미사후 건� 축� 헌� 금 570,000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제2성당)

10:00 10:00 10:00 10:00
10:00
첫토신심

� 후� � 원� � 금 165,000
고� 해� 성� 사 매� 미사� 전� 20분� 주� 간� 합� 계 9,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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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당으로� 전입하신� 형제자매를� 환영합니다!

전입� 세대주 가족 전본당 구역

김두현 마르꼬 2 부평4동 4-2-1

주용표 요� � 셉 1 평� 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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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800,000

교�무�금 30,730,000 264,898,000 선�교�비 6,905,000 60,416,000

주일헌금 8,296,000 73,035,210 교�육�비 -2,500,000 4,591,810

특별헌금 501,000 7,909,080 자�선�비 2,300,000 11,020,220

감사헌금 2,720,000 17,455,000 일반관리비 21,362,970 171,841,710

합동미사 5,187,000 17,251,000 부�담�금 17,143,000 149,963,080

과교무금 240,000 17,065,000 재�무�비 1,148,677 12,440,127

건축헌금 4,622,000 38,379,200 신협상환금 16,670,000 133,360,000

기타헌금 1,754,000 1,935,000 미사예물 4,400,000 31,705,000

후�원�금 150,000 1,090,000 성소(예금) 125,000 1,230,000

성소후원 155,000 1,260,000 사회(예금) 240,000 580,000

사회복지 260,000 5,030,220 운영수지 82,749,887

자선수입 0 1,136,000

이자수익 0 1,667,443

기타수입 0 19,325,090

미사예물 2,640,000 29,645,000

출�자�금 0 70,000,000

합� �계 57,255,000 660,697,834 � 합� �계 67,894,647 660,697,834

월 화� ∼� 토 주일

06:00

(제2성전)

10:00

(06:00,� 19:30� 미사없음)

06:00,� 09:00�

11:00,� 19:30

◈� 예루살렘� 성지복구비� 특별헌금� 있습니다.

◈� 9월� 14일부터� 미사시간� 변경� 안내

◈� 2020년도� 코로나19로� 견진성사� 없습니다.

◈� 초등부� 온라인� 주일학교� 신청� 접수

� � �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리로

� � � 아이들� 만나고자� 합니다.� �

� -� 등록기간:� 7월� 29일∼� (등록신청서� 사무실에� 상시� 배치)

� -� 문의� 등록안내:� 김� 에스텔�( 010-8851-7890

◈� 노인대학(실버아카데미)� 개강� 연기� 안내

� � � 올해는� 코로나19로� 하반기까지� 쉽니다.

� � � 2021년도� 개강은�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 � -� 문의� 학장:�( 010-2780-5655

◈� 김지민� 야고보� 신부(별양동성당� 출신)� 한국외방선교회

� � � 해외선교(멕시코)� 후원금� 신청� 안내

�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3-697475� � �

� -�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

� -� 신청서� 접수:� 사무실

◈� 8월� 결산서(2020.8.1� ∼� 8.31)� � � � � � � � �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