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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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1월 1일 1월 2일

(토) 18시 5 두레

6시 30분 8 두레 6 두레

9시 9 두레 2 두레 7 두레

11시 1 두레 3 두레 8 두레

18시 청년 4 두레 청년

일  자 미  사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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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 미사시간 안내

※ 1/1(토), 주일과 같이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축일입니다. 오후6시 미사는 천주의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로 봉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부터는 유아세례 성사는 

    첫째주 토요일 오후3시에 있을 예정이고 

    혼배면담은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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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교무금을 성심성의껏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22년 1월호부터) 판매가 인상 안내

    [일반판 : 1,500원 / 특대판 : 2,000원]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우리들의 정성 (12월 12일 ~ 12월 19일)

 교 무 금 ....................   6,310,000

 주일헌금 ...................... 1,608,000

 사회복지후원금 .................  145,000

 성소후원회비 ...................  275,000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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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순 마리아  .................  100,000

 이정자 루시아..................    30,000

 배종문 마태오 .................    20,000

 김명자 율리아  ................   100,000

 오진규 토마스모어 ............... 100,000

 서정혜 한나 .................   1,000,000

 권명순 아네스  ...............     50,000

 故정상연 베드로 유가족........  1,000,000

 
※ 본당에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4두레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