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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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12월 19일

(토) 18시 7 두레 2 두레

6시 30분 8 두레 3 두레

9시 9 두레 4 두레

11시 1 두레 5 두레

18시 청년 청년

일  자 미  사  시  간

12월 24일(금)

성탄대축일 밤 미사

※ 새벽미사,10시미사 없음.

오후 8시

12월 25일(토)

성탄대축일

 오전 9시, 11시, 오후 6시

※ 새벽미사 없음.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대림시기 평일 및 주일미사 15분 전에는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 집중판공 : 12/18(토) ~ 19일 (주일)

             매 미사 1시간 전·1시간 후

             (새벽미사에는 없습니다.) 

 * 대림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고해성사를 보신 후 소독제를 분무해       

   주시고 환기를 위해 문은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 성탄 미사시간

※ 25일(토) 오후6시 미사는 성탄 대축일미사로 

   봉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달력 배부 안내

- 구역외 세대는  사무실에서 달력과 

  성사표를 배부 하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별 1부씩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기부금 영수증은 당해년도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2.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동의서작성-사무실)

 ※ 작성하신분들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미사 외에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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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는 자선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1월 29일 ~ 12월 5일)

 교 무 금 ....................   4,804,000

 주일헌금 ...................... 1,878,000

 사회복지후원금 .................  103,000

 성소후원회비 ...................  210,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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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기 요셉피나...............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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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희 리디아 .................    50,000

 전현선 로사 ...................   100,000

 홍성은 가브리엘라 ............. 1,000,000

 김현자 비비안나 ..............     30,000

 김종인 석두루까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