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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 순교자 현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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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화)

하느님의 종 강(요한)

03일(화)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

10일(화)

하느님의 종 박래호(요한 사도)

17일(화)

하느님의 종 김이쁜(마리아)

24일(화)

하느님의 종 이의송(프란치스코)

31일(화)

하느님의 종 이붕익(베드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2019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안내
-

초등학생(3~6학년): 그리다, ㅅㅅㅁ(드로잉 워크숍)
중고등학생: 걸어가다, ㅅㅅㅁ(도보역사탐방)
교육일시: 2019년 12월 1주~4주
매주 토요일 10:00~11:30(초등)/14:00~15:30(중고등)
문의: 070-4911-3970 박물관 학예실 이현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2020년 전시대관 접수안내

2019년도 기부금확인서 발급
2019년 한 해 동안 절두산순교성지에 후원금을 봉헌해주신 후
원회원(기존에 발급받았던 회원)들께는 1월 중 기부금확인서를
일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 감사헌금
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지하2층 기획전시실
- 내용: 조각, 설치, 회화전시(평면, 입체 모두 가능)
✳ 310.63m2(7.5✕40/93.96평) / 층고 4m 이상
✳ 평면전시 시 이동형 가벽 대여 가능, 대여료 별도
✳ 전시영상모니터(65인치) 대여 가능, 대여료 별도
- 안내 및 절차: 공식블로그 blog.naver.com/ssmshrine
- 문의: 02-3147-2401(내선4)

절두산순교성지 야외유물과 성물 ⑤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의 금경축(金慶祝) 기념비

미사 및 전례 안내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최초의 한국인 주교이자 제
10대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노기남(바오로,1902~1984)

한국순교자현양미사 첫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12월 3일

대주교의 사제 수품 50주년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2월 7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 5일

교구장직을 은퇴한 후 머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2월 5일

던 합정동 자택에 세워져 있

(1980년 10월 26일) 기념비.
연자매

형태로

만들었으며,

다가 성지로 옮겼다.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 6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1월29일

상설고해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우리들의 정성 (11/11 ~ 11/17)
주일헌금 (연중 제33주일)

입당

봉헌

성체

파견

73

210 ∙ 219

78 ∙ 167 ∙ 170

77

성가

4,566,510

순례자봉헌함

806,900

감사헌금

850,000

채안토니오 300,000 조정원 100,000 김요셉 50,000
최사도요한 250,000 박글라라 50,000 조스테파노 1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