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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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성당 설립 25주년 기념 기도문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를 맑고 아름다운 도봉산 자락에

머물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당이 이 곳에 터를 잡은 후

25년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본당 설립 25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웃과 서로 함께 하는 

저희 본당의 두레 공동체에

친교와 일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어

한마음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소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돌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깃들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도봉산성당을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게 하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어머니시며

작은이들의 기쁨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박남규 - 1만 정흥순 엘리사벳 - 20만

장석진 사도요한 - 10만 익   명  - 5만

하윤민 야고보 –         

    11만2천9백(100달러)
이철호 사도요한 - 1만

이영례 클라우디아 - 5만 기호중 안드레아 - 10만

김승용 그레고리오 - 5만 고현숙 베로니카 - 30만

김윤종 마리아 - 2만

◉ 코로나 ‘백신 나눔 운동’ 참여 안내

- ‘백신 나눔 운동’은 기금을 모아 교황님  

  께 보내 드려, 백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021년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모든 교구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여방법: 본당 사무실에 납부

            (비신자도 참여 가능)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성금액수: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 입니다.

- 참여기간: 2021년 11/27(대림 제1주일 전날)

◉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  감사미사 : 4월 25일(주일), 오전11시

※ 우리들의 정성 (4월 5일 ~ 4월 11일)

 교 무 금 ....................   4,071,000

 주일헌금 ...................... 1,644,000

 성소후원회비 ................      10,000

 사회복지후원금 .................   70,000

【감사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