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성인�
아시시의�성�프란치스코

☥13837� 과천시� 별양상가� 2로� 20,� 1호� (새서울쇼핑센타� 6층)
 www.assisi.or.kr E -mail: byang@casuwon.or.kr

카  페: cafe.naver.com/bydchurch1

주임신부� � 이광희� (가브리엘)
사� 무� 실� � ☎� 502-8453
보좌신부� � 신선웅� (빈첸시오)
사� 무� 실� � ☎� 502-8454
전교수녀� �김�벨라뎃다� �강� 요안나
사�무� 실� � ☎� 502-8458
사� 무� 실� � ☎� 502-8452
F� A� X� �☎� 502-8455
위령봉사회� �HP� 010-9013-0831
위령봉사회� �HP� 010-2713-2276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미� 사� 시� 간� � 안� 내 전� � 례� � 신� � 심 우리의�정성(9.28~10.04)

주일

토 일� � � 유� 아� 세� 례 홀수달�둘째주일� 14:30 � 교� � 무� � 금 9,240,000

주� 일� 헌� 금 2,056,000
전입교우환영식 매�월� 둘째주일� 11:00

19:30�
일� � � � 반

군인주일특별 633,000
환자영성체 첫째�주�화요일� 10:0006:00 09:00 11:00 19:30 합동미사예물 11,973,000

성� � 시� � 간� 첫�목요일� 19:30미사후 건축,감사헌금 460,000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제2성전)

10:00 10:00 10:00 10:00
10:00
첫토신심

� 후원금,기타 1,992,000
고� 해� 성� 사 매� 미사� 전� 20분� 주� 간� 합� 계 26,3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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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06:00� (제2성전)

화� ∼� 금 10:00� (06:00,� 19:30� 미사없음)

토 10:00,� 19:30

주� 일 06:00,� 09:00,� 11:00,� 19:30

� ※� 주일� 19:30� (20:00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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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900,000

교�무�금 34,880,000 299,778,000 선�교�비 6,196,800 66,612,800

주일헌금 3,037,000 76,072,210 교�육�비 29,000 4,620,810

특별헌금 2,757,000 10,666,080 자�선�비 1,000,000 12,020,220

감사헌금 1,550,000 19,005,000 일반관리비 56,859,550 228,701,260

합동미사 0 17,251,000 부�담�금 19,399,000 169,362,080

과교무금 500,000 17,565,000 재�무�비 1,186,950 13,627,077

건축헌금 2,885,000 41,264,200 신협상환금 16,670,000 150,030,000

기타헌금 710,000 2,645,000 미사예물 2,760,000 34,465,000

후�원�금 20,000 1,110,000 성소(예금) 235,000 1,465,000

성소후원 205,000 1,465,000 사회(예금) 270,000 850,000

사회복지 240,000 5,270,220 운영수지 29,110,621

자선수입 0 1,136,000

이자수익 6,484 1,673,927

기타수입 0 19,325,090

미사예물 4,220,000 33,865,000

출�자�금 0 70,000,000

전기손익 56,550 56,550

합� �계 51,067,034 711,764,868 � 합� �계 104,706,300 711,764,868

일정 날� � � 짜 장소

찰� � 고 10월� 15일(목)� 17시 제2성전

세례식 10월� 17일(토)� 19:30� 미사 성당

첫� 고해 10월� 24일(토)� 10시� 미사� 후 성당

첫영성체 10월� 25일(일)� 16시� 미사 성당

� � ※� 첫영성체� 아이들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고� � � � �

� � � �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사제양성� 특별헌금� 있습니다.

◈� 어린이� 첫영성체� 일정� 안내

◈� 중‧고등부� 주일학교� 온라인� 교리
� � � 유튜브로� 중‧고등부� 온라인� 교리를� 시작합니다.
� 신부님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복음말씀� 나누기

� 중‧고등부� 학생들은� ‘구독’� 과� ‘좋아요’� ‘알람설정’� � � � �
� 부탁드립니다.

� (여러가지� 보너스� 영상과� 선물이� 한가득!� 놓치지� 마세요)

� 유튜브� 검색창에� “별양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검색
� 인스타� 계정� :� @assisi_star_sheep

◈� 10월� 미사시간� 안내

� ◈� 9월� 결산서(2020.9.1� ∼� 9.30)� � � � � �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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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본당� 달력광고� 접수� 받습니다.
� -� 광고비� :� 40만원� (10개� 선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