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오후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어린이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6시 30분, 9시
교중 및 중고등부(열림터)
6시(청년)

◉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관련 안내
※ 미사 중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백신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완료자)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자의 좌석은 별도로 공지
하겠습니다.
◉ 여름철 냉방기 사용 지침
- 본당 여름철 냉방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필요한 경우에 따라 창문을 개방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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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6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평일 미사

※ 우리들의 정성 (6월 14일 ~ 6월 20일)
교 무 금 .................... 2,830,000
주일헌금 ...................... 2,006,000
교황주일 2차헌금................. 903,000
사회복지후원금 ................. 10,000
성소후원금 ..................... 10,000

【감사헌금】

박남규
...............
10,000
박대성 ........................
10,000
故 김태곤 ....................
300,000
익 명 ........................
50,000
익 명 ........ ............... 400,000
장재임 막달레나 ............... 1,000,000

【백신나눔】

로 냉방기를 가동하오니 임의로 창문을

이미선 요셉피나가브리엘라

심윤미 아가다

닫거니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향선 레지나

이경숙 소피아

정진섭 스테파노

김선영 까리따스

김해진 글로리아

오흥석 안드레아

2.냉방기 사용 시 선풍기 사용은 금합니다.
다소 덥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3.비말 분산의 위험이 있으니, 성전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임의적으로

강미순 발비나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

4.비말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 손

모두가 교무금을 성실히 책정하고 성의껏 납부하여

선풍기, 부채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사업에 기꺼이 함께

◉ 여름철 미사참례복장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은 피합니다.
․ 미사 전에 핸드폰은 미리 꺼 주세요.
․ 기도서, 성가책, 서울주보 등으로 부채질을
하지 마세요.
․ 성당에 올 때는 걸어서 오세요.(차량자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본당 총 1,293세대 중
505세대(43%)가 교무금을 책정,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
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 재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사
오니 교우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무금을 성실히 책정, 납부해 주세요
※은행 납부시 책정자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6/25, 김은희 안젤라 성함으
로 은행납부 하신분은 사무실로 연락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