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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교중) 및 중고등부(열림터) 

오후 6시(청년)  평일 미사

월요일 오전 6시

어린이 토요일 오후 3시
화,수,목,금요일 오전 6시 / 10시

토요 저녁 오후 6시 (주일미사) 

성목요일
(4월 1일)

주님 만찬 미사와
현양제대 조배

(두레별로 시간공지 예정)
오후 8시

성금요일
(4월 2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성토요일
(4월 3일)

부활 성야미사 오후 8시

성  명 본  명  구역반 성  명 본  명 구역반

이상무 요셉 2/7 김보희 라파엘라 6/3

정지원 말따 7/5 최용준 이레네오 6/6

정재원 데레사 3/6 황재춘 프란치스코 2/2

강대삼 바오로 9/8 한상현 데레사 9/3

임화영 아네스 7/3 안영우 스테파노 5/4

최혜인 율리엣따 4/5 김영곤 베르나르도 7/3

허환 베드로 9/5 이용택 루가 6/4

◉ 성삼일 전례 

* 현양제대 조배시 매일미사책 지참

♧ 성금요일에는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시간 

4월 4일(주일) 오전 9시, 11시, 저녁6시

※ 어린이미사와 새벽 6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 

- 사순시기 매일 미사 30분 전에는 

  1층 만남의방 에서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주일 교중미사 중계

- 미사 참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봉산성당을

  검색하시면 평일10시미사와 교중11시미사를

  참례하실수 있습니다.(QR코드 찍음 연결)

 ※ 부활 제대초 사무실에 봉헌 받습니다.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3월 15일 ~ 3월 21일)

 교 무 금 ....................   3,365,000

 주일헌금 ..................     1,682,100

 성소후원회비 ................      20,000

 사회복지후원금 .................   56,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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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세실리아................   300,000

 손경혜 유스티나...............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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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T. 아퀴나스 .............  300,000

 김명자 율리아...............    1,000,000

 임정심 율리아..................   200,000

 이재범 벨라도  ................   100,000

 나동기 알베르또 ..............    100,000

 이재덕 스테파노 ...............   100,000

 박순옥 루시아 . ..............     50,000

 한 데레사 .....................   100,000

 故김미자 분다 유가족 ..........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