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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 오후 7시

토요 저녁 오후 6시(주일미사) 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일  자 미  사  시  간

2월 11일(목)
오전 6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12일(금)

설 합동위령미사

오전 6시, 오전 11시 

※ 오전 미사 후 폐문

2월 13일(토)
토요저녁 주일미사 18시

※ 15시 이후에 성당 개방

2월 14일(주일) 주일미사 동일

한배섭 프란치스코 정민서 스텔라

정하연 이사벨 김현숙 베로니카

김래영 스텔라 이미선 요셉피나가브리엘

정용섭 마티아 정혜주 아가다

김윤종 마리아 김범식 라파엘

박명숙 리드비나 신기열 베드로

고현숙 베로니카 김현욱 요한

김소영 아녜스 지현숙 세실리아

서중원 실베리오 윤춘임 로사

우서진 유스티나 이봉자 유스티나

이희영 크레센시아 선우옥심 레지나

위정안 마틸다 이해명 야고보

이기석 요한 권중건 요셉

황동수 대건안드레아 지광수 바실리오

강창륜 미카엘 손나리 세실리아

◉  본당 미사 안내

-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정부의 발표 따라      

 본당의 신자 좌석수의 10% 정도(도봉산성당의    

 경우 38명)의 미사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미사시간을 공지해드립니다. 

   
 1. 평일미사는 지금 해오던 미사와 같이 오전 

10시 미사(화수목금)만 봉헌합니다. 평일미사 

봉사는 두레별 2~3명이 미사 전 봉사해주시고 총 

38명(선착순 35명과 전례봉사 3명)까지 미사 참석 

가능합니다. 

 2. 주일미사는 토요일 오후 5시,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5시, 7시, 총 7대의 주일미사를 봉헌

합니다. 주일미사 참석은 매 미사에 2개 두레씩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3. 매 미사 참석 인원 제한은 총 38명입니다. 따라서 

주일미사의 경우 2개 두레가 참석하므로 전례봉사자 숫

자를 고려하여 각 두레 당 15~17명 정도 참석할 수 있

습니다. (기존과 같이 미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4. 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2단계로       

내려가서  참석 가능 시 즉시 기존의 미사시간에    

맞추어 미사를 봉헌하고 대면과 비대면 미사로     

진행합니다.  

【제대초 봉헌】1/1 – 1/24

◉ 설 합동 위령미사

※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나 당일 못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미사봉헌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

 - 제대 초를 봉헌하실 단체나 개인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는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1월 18일 ~ 1월 24일)

 교 무 금 ....................   3,880,000

 주일헌금 ..................     1,619,000

 성소후원회비 ................     130,000

 사회복지후원금 .................   65,000

【감사헌금】

 고흥민 요한....................   500,000

 김옥자 제노베파 ..............     50,000

 서중원 실베리오...............    100,000

 익   명 .......................   400,000

 익   명 .... ..................   100,000

 강창륜 미카엘 ..................  100,000

 이순자 베네딕다.................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