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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교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103일 기도>

‘9월愛동행’ 순교자성월 행사안내

절두산순교성지에서는 한국 순교성인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천주교서울순례길’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선포 1주년 기념

그분들께 전구(轉求)를 청하는 103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 행사기간: 2019년 9월 1일(일)~29일(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 9월 29일(일) 오후 3시

▸방 법 : 11월 13일(수) 까지 오전 10시, 오후 3시 미사
15분 전부터 시작, 미사 후 묵주기도

장소: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정순택 주교님 집전)

❋ 순례길 걷기(이웃 사랑 실천의 길): 9월 1(일)~29(일)

▸지 향 : 수험생을 위한 청원,

한 달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고 기부도 하는 프로그램

가족들의 영육건강, 돌아가신 영혼 등을 위하여
▸준비물 : 매일미사 책, 103일 기도서, 묵주

① 아래의 성지, 순례지에서 순례자 여권패키지 구입
(5천원 이상 이웃 사랑 기부금으로 적립)

▸미사예물 봉헌은 성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일 기도서는 성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명동(교구역사관), 절두산, 삼성산, 당고개, 약현, 서소문,
새남터, 가회동, 광희문, 종로성당, 왜고개 (11곳)
② 3개 코스에 해당하는 순례지(24곳)에서 스탬프를 찍는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
료순교자들

③ 9월 29일 닫는 미사에 참례하여 24곳 스탬프가 모두 찍힌
순례자여권에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

한국 순교 성인 103명 중 79명은 1925년에, 그리고 24명은 1968
년에 시복(諡福)된 후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에 즈
음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5월 6일 모두 시성
(諡聖)됨으로써 성인품(聖人品)에 올랐다. 한국 성인의 축일은 9월
20일이고, 축일의 명칭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다. 103명의 성인 중에는 파리 외방전
교회 출신 10명의 선교사(3명의 주교와 7명의 신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국적이 비록 프랑스일지라도 그들은 한국의 선교사
로서, 한국인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으므로 그들 역
시 당연히 한국 교회에 속하는 성인들이다.

④ 제출한 순례자에게 축복장(순례 완료증서)을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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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및 전례 안내

Ⅱ. #박물관 해시태그 이벤트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① 천주교 서울 순례길 중 3곳의 박물관 방문
- 명동대성당(교구역사관), 서소문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②<필수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인증 사진 업로드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한국순교자현양미사 첫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천주교서울순례길

10월1일

③ 순교자현양위원회 인스타 팔로우해서 신청완료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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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무작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쿠폰 1매 증정(50명)

우리들의 정성 (9/2 ~ 9/15)
주일헌금(연중 제23주일)

4,359,530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4일

주일헌금(연중 제24주일)

5,567,800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9월27일

고통받는 교회돕기 헌금

1,123,550

순례자 봉헌함

1,450,600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감사헌금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87

218 ∙ 212

496 ∙ 498 ∙ 187

286

600,000

유말가리다 200,000 김엘리사벳 50,000 한데레사 50,000
전본시아노 100,000 염마르첼로 50,000 손클라라 30,000
하마리아로사 100,000
익명 2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