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오후
주일 오전
11시
오후

4시 : 어린이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6시 30분, 9시
교중 및 중고등부
6시(청년)

지난 3년 동안 도봉산 성당을 위해
봉사해 주신 12대 사목위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주임신부 올림◉ 위령성월 전대사안내
- 11월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11월 한 달 동안으로
한다.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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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축일입니다. 추기경님을 위하여 영적
선물을 아래와 같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참례 3번 이상
․ 묵주기도 10단 이상
․ 화살기도 10번 이상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위한 기도
◉ 교구장님 착좌를 위한 축하 기도
제 14대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 축하의
마음을 담은 영적 선물을 아래와 같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참례 3번 이상
․ 묵주기도 10단 이상
․ 화살기도 10번 이상
․ 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구하는 기도와 같이 죽은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교황청 내사원 교령 ◉ 전례봉사 담당구역
미사시간

(토) 18시
6시 30분
9시
11시
18시

11월 14일
9 두레
1 두레
2 두레
3 두레
청년

11월 21일
4 두레
5 두레
6 두레
7 두레
청년

※ 11/18 ~ 20일 까지 관리장 휴무관계로 18(목),
19(금) 17시에 20(토)은 18시 미사후에 성당을
폐문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전 6시 / 10시

11월 30일(화)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저녁기도, 묵주기도, 하는님의 자비를

고난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자비의

화,수,목,금요일

◉ 추기경님 영명축일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의 아침 기도와

복음을 봉독하거나, 자신의 삶의 슬픔과

오전 6시

평일 미사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또는 성모님 성화

기도를 바치거나 죽은이들을 위한 전례의

월요일

※ 우리들의 정성 (11월 1일 ~ 11월 7일)
교 무 금 .................... 3,852,000
주일헌금 ...................... 1,658,000
평신도 주일특별헌금 ........... 665,000
사회복지후원금 ................. 100,000
성소후원회비 ................... 66,000

【감사헌금】
박남규
홍이숙
고난희
이정훈
익 명
이백현
이윤정
강금순

.......................
데레사..................
리디아..................
T.아퀴나스 .............
........................
요셉 .................
소화데레사 .............
마리아 .................

10,000
100,000
50,000
500,000
50,000
100,000
234,000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