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관련 협조 교구 지침 안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주

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모임과 모

임 후 식사 자리 등을 통해서 감염이 끊이

지 않고 조용히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습니다. 미사 외에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교우분은 성당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우께서는 미사 참례나 성당 

방문 시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1. 발열, 기침, 기타 호흡기 질환 증상자

2.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3. 국가로부터 접촉자 문자를 받으신 분

4. 사회적 거리 유지 및 확산 예방을 위하  

   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6월 28일 ~ 7월 5일)

 교 무 금 ....................   3,552,000

 주일헌금 ....................   1,881,000

 성소후원회비 .................     10,000

 사회복지후원금 .................. 205,000

【감사헌금】

 김미자 분다 ....................  100,000

 김현자 비비안나..................  30,000

 익   명 ........................   50,000

 허동길 요셉 ..................... 100,000

 김화순 헬레나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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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아우수딩 ................   50,000

** 6월 본당 살림살이

◉ 전례봉사 담당구역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제1171호         2020.         7.           12.
우편번호   : 01302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1

주임신부   : 전 원 (바르톨로메오)  ☎ 3491-2328

부주임신부 : 주국돈 (마르티노)

연령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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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지  출

교무금 14,190,000 제전비 35,000

주일헌금 8,914,000 전교비 443,240

감사헌금 4,210,000 단체보조비 1,560,000

성소후원금 70,000 교구납부금 6,900,000

사회복지후원금 418,000 주일학교운영비 28,500

건축헌금 3,725,000 사제관운영비 1,100,000

기타기부금 54,655 성무활동비 1,200,000

기타헌금 1,030,000 사제특별지원비 372,380

특별헌금 1,251,260 자선찬조비 2,300,000

퇴직급여충당금 1,300,000 급여,수당 10,972,690

이자수입 614,842 잡 급 530,000

여비교통비 50,000

소모품비 358,490

수도광열비 1,648,780

임차료 185,500

용역비 1,156,500

통신비 269,580

복리후생비 775,170

조경비 204,000

퇴직급여충당전입액 1,300,000

잡지출 37,240

수입합계 35,777,757 지출합계 31,427,070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7/12 성물방 5 두레 6 두레 성모회

7/19 차량봉사  7 두레 8 두레 독서단

http://www.dbs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