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0호

연중 제26주일 |

2019. 9. 29

주임신부 | 원종현(야고보)
수 녀 원 | 도레지나 · 공헬레나
(04085)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6 (합정동)
사 무 실 02-3142-4434, 2126-2200
순례예약 02-3142-4504, 4505
부활의집 02-3142-4827, Fax.02-336-6305
www.jeoldusan.or.kr

10월 순교자 현양미사

한국순교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103일 기도>

매주 화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첫 화요일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들을 위한 현
양미사로 봉헌되고, 2~4주 화요일은 특별히 절두산에서 순교하
신 ‘하느님의 종 13위’의 시복을 기원하는 현양미사로 봉헌하오
니 순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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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일(화)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

0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15일(화)

하느님의 종 이기주(바오로)

▸준비물 : 매일미사 책, 103일 기도서, 묵주

22일(화)

하느님의 종 이용래(아우구스티노)

▸미사예물 봉헌은 성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일(화)

하느님의 종 박성운(바오로)

▸103일 기도서는 성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지 향 : 수험생을 위한 청원,
가족들의 영육건강, 돌아가신 영혼 등을 위하여

서울대교구 내 전시관 안내봉사자 모집

절두산순교성지 순교자⑬

▸모집기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순교성지 내)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명동교구청 앞)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내)
▸활동내용: 성지안내봉사
▸모집기간: 9월 30일(월)까지
▸모집대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만 19세~65세 미만의
교우로 주1회 4시간 봉사 가능하신 분
▸교육기간: 2019년 10월 5일(토) ~ 10월 27일(일)
(매 주말 4주간 진행)
▸신청방법: 온라인접수(http://naver.me/5rhdiFPr)
▸모집문의: 02-3142-4504 / 4505
미사 및 전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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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4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25일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이붕익(李鵬翼, 이천조, 베드로, 1843~1866)
이붕익(혹 이천조)은 황해도 신천의 양반으로, 의안대군(태조의
8자)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의송(프란치스코)의 2남 1녀 중 둘
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붕익은 그의 관명(冠名)입니다. 이붕익
은 마음이 어질고 순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배천[白川]으로 1857년에는 다시 서울로
옮겨 와 차동에 거주하였다.
상경한 지 2년 후인 1859년, 아버지 이의송은 정의배(마르코)
회장에게 천주교를 배워 입교하였고, 1862년에는 베르뇌 주교
(Berneux)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붕익도 아버지에게
천주교를 배워 1862년에 형과 함께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붕익은 마음을 다해 신앙을 실천했으며,
아버지를 도와 자신의 집에서 공소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병인박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이붕익은 아버지와 서모(庶母) 김
마리아를 모시고 1866년 9월 8일 봉천(현 봉천동)에 사는 처
남 이영택(李永宅)의 집으로 피신하였으나 포교들이 그의 삼촌
을 잡아 신문하면서 이들의 거처가 알려졌고, 결국 이붕익은
부모와 함께 봉천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우포도청으로 끌려온 이붕익은 매우 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벌을 통해 배교시키려는 포장
(捕將)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붕익은 비록 정신이 혼미해
지기는 했지만, 끝내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며 신앙을 증거하
였고, 그 결과 그의 부모와 함께 1866년 9월 16일 양화진에서
24세의 나이로 군문효수(軍門梟首)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9/16 ~ 9/22)
주일헌금(한국103위순교자대축일)

5,450,070

순례자 봉헌함

1,393,200

감사헌금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

219 ∙ 220

166 ∙ 168 ∙ 169

286

김소피아 100,000
박토마스 300,000

550,000
강다미아노 100,000
최마르티나 5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