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제1152호         2019.         12.          22.
우편번호 : 01302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1

주임신부 : 전 원 (바르톨로메오)  ☎ 3491-2328

보좌신부 : 박 민 재 (미카엘)

연령회장 : 오 영 근 (마태오) H·P : 010-3745-6948

사 무 실 : ☎ 3491-2321, 2326  Fax : 3491-2327

본당 홈페이지  http://www.dbscatholic.or.kr 

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후 7시

토요 저녁 오후 6시(주일미사) 성전/ 지하교리실 중고등부 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어린이 토요일 오후 3시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일  자 미  사  시  간

12월 24일(화)

성탄대축일 밤 미사

※ 새벽미사, 오후7시미사 없음

오후 8시

12월 25일(수)

성탄대축일

※ 새벽미사 없음

오전 9시, 11시, 오후 6시

12월 31일(화)

송년미사

※ 새벽미사, 오후7시미사 없음

오후 8시 

1월  1일(수) 
천주의모친성모마리아

대축일 

06시, 11시

일 자 토요저녁 11시 성전청소

12/22 9 두레  1 두레 12/28, 레지오
12/29 2 두레  3 두레 1/5, 레지오

       아기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성탄대축일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탄 미사시간

◉ 성탄 판공성사 

* 대림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공통 보속 :1. 대림특강 1회이상 참석

             2. 영적도서 1권이상 읽기

             3. 묵주기도 15단 택1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기부금 영수증은 당해년도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2.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동의서작성-사무실)

 ※ 작성하신분들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화답송

◉ 전신자 마르코복음 말씀여행 시작

  - 모든 신자들은 두레에 말씀터 등록해주시고

    시간이 어렵거나 구역외 신자들은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기쁨잔치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해주신분 : 정병호 요셉, 오영화 젬마

   정인숙 이사벨라, 정성미 비비안나 

   고현숙 베로니카, 장기철 야고보, 성모회, 독서단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2월 9일 ~ 12월 15일)

 교 무 금 ....................   6,505,000

 주일헌금 ....................   2,768,000

 자선주일 특별헌금............   2,212,500

 성소후원회비 .................    180,000

 사회복지후원금 ................   180,000

【감사헌금】

 익   명  ....................      30,000

 전현선 로사 ..................      100,000

 익    명   .....................   100,000

 조성래 레오 ...................   300,000

 김문순 마리아 ................... 300,000

 강영숙 로사 ....................   50,000

 김복순 마리아................      20,000

 이미숙 데레사 ................      100,000

 익    명   .....................   100,000

 강금순 마리아..................    30,000

 일아슈퍼  ....................... 100,000

 도취사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