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토요 저녁
어린이

오후 6시(주일미사) 성전/ 지하교리실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3시

제1119호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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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미사
성모신심 미사

월요일
화요일
수,목,금요일
매월 첫째

오전 6시
오전 6시 / 오후 7시
오전 6시 / 10시
토요일 오전 10시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 주일 교중미사 중계
- 미사 참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1. 미사참석자 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봉산성당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

검색하시면 11시 교중미사를 영상으로

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

참례하실수 있습니다.(QR코드 찍음 연결)

※ 우리들의 정성 (8월 24일 ~ 8월 30일)
교 무 금 ....................

2,970,000

주일헌금 ....................

1,319,000

청소년 주일2차헌금 ..........

545,000

성소후원회비 ..................

10,000

사회복지후원금 .................. 10,000

【감사헌금】

익 명 ..................... 1,000,000
지도화 데레사
.............. 100,000
김명자 율리아 .................. 100,000
김용전 루까 ..................... 100,000
탁현수 요셉 .................... 100,000
※ 성체조배실, 문화카페, 만남의 방 후원 (8/24 ~ 31)
문수아 ....................... 1,000,000
선우옥심 레지나 ............... 1,000,000
익 명 ........................ 1,000,000
◉ 다음주는 성금요일 미뤄졌던 예루살렘 성지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최근 2
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고령자(65세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초·
중·고등학생)
-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
2. 미사중 유의 사항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
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2) 사제도 되도록 미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
분배 시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성체분배 봉사자 포함).
3)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
록 피한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
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
주로 대신한다.
4)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
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5)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평화의 인사 등).
6)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한다.

복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9/6
9/13

성물방
사목회

5 두레
7 두레

6 두레
8 두레

자모회
성모회

3. 미사 외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1)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활동은 모두 금
지한다. (주일학교미사 중단, 레지오활동 및 단체활동
금지)
2) 커피, 음료 등 모든 음식들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