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제1182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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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일 1월 9일
(토) 18시 8 두레
6시 30분 5 두레 9 두레

9시 6 두레 1 두레
11시 7 두레 2 두레
18시 청년 청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주임신부 -

◉ 초 축복 및 제대초 봉헌

 - 주님봉헌 축일(2월 2일)에 제대 및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      

   합니다. 제대 초를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는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부터는 유아세례 성사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고 

   혼배면담은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모든 교우께서는 미사 참례나 성당 방문  

  시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리며  

  주보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  

   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나누어 드린건 손소독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의 바랍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2월 20일 ~ 12월 26일)

 교 무 금 ....................   6,555,000

 성탄 밤미사 헌금 ........ .....   506,000

 12/24~ 25 구유경배예물 ........ 3,038,000

 성탄대축일 미사 헌금 .......... 1,041,250

 12/26 주일헌금 ................ 1,182,000

 사회복지후원금 .................  170,000

 성소후원회비 ...................   60,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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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까리따스  ...............  100,000

 심경미 에디트슈타인............ 5,000,000

 이태조 율리아노 ...............   300,000

 손나리 세시리아.................  100,000

 김병순 루시아 ................... 100,000

 이학준 안드레아 ...............   100,000

 최종우 엘리사  ...............     50,000

 김혜덕 글라라 ..................  300,000

 윤성현  .......................   100,000

 김남순 모니카 .................    30,000

 김흔이 마리아..................    50,000

 박종애 데레사 .................    30,000

 이정덕 말달레나................   100,000

 김화순 헬레나  ..................  50,000

 익   명  ......................   200,000

 이계순 M.막달레나............     100,000

 이규정 안또니오 ................  100,000

 옛골토성 .......................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