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제1141호         2021.         2.          14.
우편번호   : 01302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1

주임신부   : 전 원 (바르톨로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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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17시(청년), 19시

 평일 미사

월요일 미사없음

토요 저녁 오후 5시, 오후 7시 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한춘기 요셉피나 이춘 요아킴

김판용 베드로 성상식 베드로

오흥석 안드레아 최용호 가브리엘

허삼 라파엘 최병일 야고보

박덕조 보나 김영나 루치오

김동현 토마스아퀴나스 김연수 젤마노

장명숙 말가리다 김경옥 아네스

이경숙 소피아 신승호 안티모

문영주 비오 독서단

재대회 복사단

◉ 재의 수요일 미사(금육과 금식)

 - 일 시 : 2월 17일(수), 오전6시,10시

※ 재의 수요일로서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 

* 사순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판공성사표는 반장님을 통하여 배부합니다.

 - 구역 외 교우분은 성사표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2단계로  내려가서  참석 가능 시 즉시    

   기존의 미사시간에 맞추어 미사를         

   봉헌하고 대면과 비대면 미사로           

   진행합니다.  

【제대초 봉헌】1/31 – 2/2

※ 우리들의 정성은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2월 21일(주일) 주보편에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
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
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
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
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
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
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
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
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