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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회� :� ☎� 010-8932-2295,� 010-4678-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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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강 림¯
04728� 성동구� 무수막18길� 36

https://ghdsd.or.kr

주 일 미 사
토요일 15:00(유·초등부),18: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부터� 5분� 전까지
일요일 06:00,�09:00(중·고등부),�11:00(교중),�18:00(청년)

환자봉성체� � 매월� 첫째� 금요일

평 � 일
월요일� 06:00� /� 화요일� 10:00,� 19:30� /� 수요일� 06:00,� 10:00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시
목요일� 10:00,� 19:30� /� 금요일� 06:00,� 10:00� /� 토요일 10:00

혼인면담*관면혼 매월� 첫째� 토요일� 16시� 30분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예비자�교리시간�안내� :�주일반� 09시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19:30� 저녁미사 후  

교무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75-05-02879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교무금� 은행납부시� 반드시�책정자�성명과�세례명만�표기해� 주십시오.

v 2021년�본당�수입지출�현황� (01/01~06/30)�
수   입 지   출 

교무금 199,592,000 제전비 10,413,420

주일헌금 67,387,600 전교비 2,968,420

감사헌금 20,860,000 단체보조비,주일학교운영비 12,147,960

기타헌금 1,526,000 교구납부금 60,000,000

성소후원금 4,538,000 특별헌금 13,159,800

사회복지후원금 5,498,000 사제관운영비 7,700,000

기타후원금 1,320,000  사제성무활동비 7,200,000

성무지원금 18,960,000  사제특별지원비 3,330,210

특별헌금 15,756,100 사제교육비 1,050,000

기타목적헌금 4,766,490 성무지원비 18,960,000

기부금 600,000 수녀생활비외 13,580,000

성물판매 7,000,000 성소개발비 4,498,000

부속단체수입(자모회) 11,866,059 자선찬조비 25,653,290

기타수입 30,722,277 교구/본당 행사비외 3,718,500

백신나눔 6,800,000 인건비외 58,012,110

이자수입 2,351,303 사무용품,도서인쇄비 930,730

 소모품비,수선비 5,729,030

수도광열비 19,204,370

통신비 3,062,790

공과금,보험료 2,988,170

차량비,용역비외 12,550,010

복리후생비 12,722,978

시설비 32,890,000

운영수지차액 67,074,041

합  계 399,543,829 합  계 399,543,829

� �

v 2021년�묘원�수입지출�현황� (01/01~06/30)�
수   입 지   출

매장작업비 16,360,000  묘원관리비용 13,444,740

개장작업비 4,550,000 석재구입비 38,690,000

분골함비 2,240,000 잔디구입비 2,604,000

묘지분양비 9,450,000 묘지반환금 9,090,000

봉안분양비 43,970,000 행사비 3,508,300

묘지관리비 37,844,000 직원인건비 62,207,820

봉안관리비 4,490,000 작업자노임 19,180,000

석물설치비 69,820,000  공과금/수선비외 9,354,760

봉분잔디비 26,140,000  운영수지차액 69,308,297

기타수입 330,000

수입이자 12,193,917

합  계 227,387,917 합  계 227,387,917

v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따른�미사시간�안내
＊기간 : 8월 10일(화)~8월 22일(주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본당 신자들

과 함께 하는 대면미사는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이 있으며 
주일미사는 지역제를 실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지역제 안내는 홈페이지 및 본당게시판 참조
  ★매 미사 참석인원▷75명까지 제한 
＊기간중 미사시간 안내

요일 월요일 화,수,목,금 토요일 주일

시간 06:00 10:00 10:00
18:00

06:00, 09:00,
11:00, 18:00

비고 어린이미사 없음

v 2021년�견진교리�일정�및�견진성사�안내

견진성사 ▷ 2021년 10월 2일 (토) 저녁 6시

＊교리기간 : 9/4~9/25 기간중 매주(토) 19:00~20:30
＊교리장소 : 금호동성당 대성전
＊교리 교육 계획

   ※견진교리 교육은 일반 교우분들께서도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8/29까지 주일 미사 전 ․후 성전앞 접수
＊신청 서류 : 견진성사신청서 (사무실앞 비치됨), 교적증명서,
                견진의뢰서 (타본당신자의 경우만 해당)  
＊문의 
  ▹현영희레지나(예비자봉사단장) ☎ 010-3254-2501
  ▹김성수사도요한(교육분과장)  ☎ 010-4114-9184

v 수험생을�위한� 100일�미사�봉헌�
＊기간 : 8월10일(화)~11월18일(목)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가족
＊문의 : 조혜원 프란치스카 ☎010-2005-4040
＊54일 기도모임시 장소는 추후 공지합니다.

수능수험생, 응원합니다!
김두원 안토니오, 김신엽 라우렌시오, 김용현 안토니오, 신승윤,
송유연 아녜스, 유형근 바실리오, 윤태원 베드로, 이종욱 마태오

v 우리들의�정성� (7.5-7.11)

연중 제15주일 헌금 (7.11) 2,198,000
교무금 3,790,000 빈첸시오후원금 1,710,000
성소후원금 105,000 주일학교후원금 0
감사헌금  150,000
엄화식 라파엘     100,000 이진희 에스텔      50,000

No 일 자 강의 제목 강 사

1차 9/4  그리스도인의 성사 생활  주임 신부님
2차 9/11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  백학명 알베르또
3차 9/18  천주교회사  윤광식 프란치스코

4차 9/25  견진성사와 전례  부주임 신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