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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순교자 현양미사

위령성월 전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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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05일(화)
12일(화)
19일(화)
26일(화)

순교하신
하느님의
하느님의
하느님의

모든 신앙 선조
종 원윤철(요한세례자)
종 유(마오로)
종 강(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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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사 기간 : 11월 1일(금) ~ 8일(금)
▸전대사 조건 : 미사참례와 영성체, 고해성사,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 묘지 방문

대입 수험생을 위한 미사
▸일시 : 11월 10일(주일) 오후 5시
▸미사예물 봉헌은 성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학부모 미사 및 기도
대입 수능일인 11월 14일(목)에는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미사와 기도,
그리고 오후 3시 미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1월 14일(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당
▸미 사 : 오전 10시, 오후 3시 (미사는 순례자분들과 함께 봉헌합니다)
▸준비물 : 103일 기도서, 묵주(점심 제공합니다.)
미사 및 전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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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두산순교성지 야외유물과 성물 ④
절두산 첫 순교자 이의송 일가의 모습을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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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2월 7일

이 조각은 前서울대 조소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1월 7일

교수 최종태(요셉)의 1973년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1월 7일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

작품입니다.
1972년 김대건 신부석상을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당
앞으로 옮기고 좌대만 남아
있던 곳에 1973년 순교자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상설고해

위한 기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순교자상은 절두산에서

성가

처형된 첫 순교자 가족인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 6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1월29일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7

211 ∙ 212

151 ∙ 518 ∙ 180

28

이의송(프란치스코)과 그의
처 김이쁜(마리아), 아들인
이붕익(베드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수되어 떨어진 목을 다시 몸통 위에 받쳐 놓은 형상으로
150여년 전 절두산에서 순교한 유명, 무명 순교자들의 처

우리들의 정성 (10/21 ~ 10/27)
주일헌금 (연중 제30주일)

6,484,610

순례자봉헌함

1,382,440

절한 순교 광경을 상징할 뿐 아니라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

감사헌금

가 있기까지 믿음을 증거한 모든 순교자들을 상징한다고

박마태오 50,000
임데레사 30,000

볼 수 있습니다.

230,000
양요셉 50,000
강요셉피나 1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