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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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12월 25일 12월 26일

(토) 18시 2 두레

6시 30분 3 두레 8 두레

9시 4 두레 6 두레 9 두레

11시 5 두레 7 두레 1 두레

18시 청년 청년 청년

일  자 미  사  시  간

12월 24일(금)

성탄대축일 밤 미사

※ 새벽미사,10시미사 없음.

오후 8시

12월 25일(토)

성탄대축일

※ 새벽미사 없음. 

오전 9시, 11시, 오후 6시

12월 31일(금)

송년미사 

※ 새벽미사, 오전10시미사 없음

오후 8시 
※ 본당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1월  1일(토) 

천주의모친성모마리아

대축일 

※ 새벽미사 없음.

오전 9시, 11시, 오후 6시

◉ 성탄 미사시간

※ 25일(토), 오후 6시 미사는 성탄대축일 미사로 

   1/1(토), 오후6시 미사는 천주의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로 봉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 고해성사 안내

- 대림시기 평일 및 주일미사 15분 전에는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 대림시기 중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고해성사를 보신 후 소독제를 분무해       

   주시고 환기를 위해 문은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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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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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2월 5일 ~ 12월 12일)

 교 무 금 ....................   5,790,000

 주일헌금 ...................... 1,278,000

 자선주일 특별헌금 .............   531,300

 사회복지후원금 .................   89,000

 성소후원회비 ...................  130,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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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자 글라라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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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대 아네스 .................   200,000

 이윤정 소화데레사 .............    70,000

 이복선 마리안나 ................. 100,000

 익  명 ......................   1,000,000

 김영숙 모니카  ...............    100,000

 익  명  .......................   500,000

 정진섭 스테파노...............    300,000

 익  명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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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사목회 일동...............   5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