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제1176          2021.          11.          21.
우편번호   : 01302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1

주임신부   : 최정준 (니콜라오) ☎ 3491-2328

부주임신부 : 주국돈 (마르티노)

연령회장 : H·P : 010-3745-6948

사 무 실 : ☎ 3491-2326  Fax : 349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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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미사 

   토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오후 6시 :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교중 및 중고등부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미사시간 11월 21일 11월 28일

(토) 18시 4 두레 8 두레

6시 30분 5 두레 9 두레

9시 6 두레 1 두레

11시 7 두레 2 두레

18시 청년 청년

◉ 초등부  첫영성체 

 - 일  시 :11월 21일(금일), 교중 미사 중

 *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 고해성사 안내

- 대림시기 평일 및 주일미사 15분 전에는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 대림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레지오 단원 모집

 - 꾸리아에서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 의 : 창조주의 모후 Cu.(010-7224-4242)

            샛 별Cu. (010-3202-8095)

◉ 대림 특강

 - 일시 : 12월11일(토) 저녁 6시 미사 후

 - 강사 : 김철호 바오로 신부님 

 - 제목 : 추후 공지(유튜브 동시 중계)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기부금 영수증은 당해년도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2.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동의서작성-사무실) 

 3. 영수증 발급을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금 책정자를 대상자 앞으로  

    2021년 12월 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작성하신분들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추기경님 영명축일

  11월 30일(화)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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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의 정성 (11월 8일 ~ 11월 14일)

 교 무 금 ....................   5,055,000

 주일헌금 ...................... 1,824,850

 사회복지후원금 .................  153,000

 성소후원회비 ...................   15,000

 【감사헌금】

 박남규  .......................    10,000

 위정안 마틸다..................    50,000

 김경옥 아네스..................    50,000

 전우성 베드로 .................   100,000

 익  명  ........................   10,000

 정준호, 신우림 유스티나.......    100,000

 김영희 요한 ..... .............    30,000

 노해일 안드레아................   200,000

 최영 아오스딩 ...................  50,000

 故박월자 베네딕다 유가족 ......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