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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교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103일 기도>
절두산순교성지에서는 한국 순교성인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그분들께 전구(轉求)를 청하는 103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 법 : 11월 13일(수) 까지 오전 10시, 오후 3시 미사
15분 전부터 시작, 미사 후 묵주기도
▸지 향 : 수험생을 위한 청원,
가족들의 영육건강, 돌아가신 영혼 등을 위하여
▸준비물 : 매일미사 책, 103일 기도서, 묵주
▸미사예물 봉헌은 성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일 기도서는 성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8월 결산보고
수입

계정과목

24,782,700

주일헌금

11,633,100

기타헌금

1,440,000

목적헌금

28,974,000

후 원 금

33,106,709

기타수입

27,000,000

성지발전헌금

3,000,000

관리비

지출

선 교 비

7,804,950

단체보조비

5,892,970

사제성무활동비

3,450,000

‘천주교서울순례길’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선포 1주년 기념
☞ 행사기간: 2019년 9월 1일(일)~29일(일)
☞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 9월 29일(일) 오후 3시
장소: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정순택 주교님 집전)

수녀성무활동비

3,110,000

❋ 순례길 걷기(이웃 사랑 실천의 길): 9월 1(일)~29(일)

여비교통비,회의비

‘9월愛동행’ 순교자성월 행사안내

한 달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고 기부도 하는 프로그램
① 아래의 성지, 순례지에서 순례자 여권패키지 구입
(5천원 이상 이웃 사랑 기부금으로 적립)
- 명동(교구역사관), 절두산, 삼성산, 당고개, 약현, 서소문,
새남터, 가회동, 광희문, 종로성당, 왜고개 (11곳)
② 3개 코스에 해당하는 순례지(24곳)에서 스탬프를 찍는다
③ 9월 29일 닫는 미사에 참례하여 24곳 스탬프가 모두 찍힌
순례자여권에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
④ 제출한 순례자에게 축복장(순례 완료증서)을 전달

Ⅱ. #박물관 해시태그 이벤트
① 천주교 서울 순례길 중 3곳의 박물관 방문
- 명동대성당(교구역사관), 서소문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②<필수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인증 사진 업로드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천주교서울순례길
③ 순교자현양위원회 인스타 팔로우해서 신청완료 댓글달기
④ 무작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쿠폰 1매 증정(50명)

200,000

행 사 비

2,164,950

인 건 비

41,589,675
70,940

운 영 비

30,936,395

세금과공과

957,930

복리후생비

6,423,090

조경기타시설비

32,637,000

부활의집 운영비
129,936,509
25,596,176
155,532,685

소

20,294,785

계

155,532,685

수지차액
합

계

155,532,685

미사 및 전례 안내

❋ 청소년(청년) 순례길 걷기: 9월 1일(일)~28(토)
Ⅰ. ‘서울 순례길’ 어플 참여 이벤트 - 걷고! 산티아고 가자!
- 만16세~34세 청소년(청년) 대상
① ‘서울 순례길’ 어플을 다운받은 후 순례길 3개 코스 순례지
(24곳)에서 인증사진(셀피) 찍고 어플 통해서 스탬프 받기
② 스탬프를 다 모은 후 응모하기 클릭하여 이벤트 참여
③ 29일(일) 마침미사 중 담당 주교님 추첨하여 10월 8일(화)
순교자현양위 홈페이지 및 인스타계정을 통해 당첨자 발표
④ 경품: 스페인항공권(1인), 삼성노트북(1인),
:아이패드프로(2인), 에어팟(5인)

자선찬조비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한국순교자현양미사 첫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10월1일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0월5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3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0월3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상설고해

성가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4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9월27일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입당

봉헌

성체

파견

56

45 ∙ 216

188 ∙ 197 ∙ 198

289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