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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절(待臨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성탄 전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주일(主日), 즉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은 교회력(敎會曆),
즉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엄숙하게 지켜지기는 하지만 사순절
보다는 덜 엄격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지내는 관습도 지양되었으며 사제는 자줏빛 제의(祭衣)
를 입습니다. ≪로마전례서≫에 따르면 ‘하늘 높은 곳에는 천
주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대영광송이 미사에서 생략
됨으로써 이 절기의 근엄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성
탄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사야서와 세례자 요한의 경고 등
이 독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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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지하2층 기획전시실

12월 순교자 현양미사

- 내용: 조각, 설치, 회화전시(평면, 입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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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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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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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기부금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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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2월 7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 5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2월 5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 6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27일

상설고해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성가

✳ 310.63m2(7.5✕40/93.96평) / 층고 4m 이상

입당

봉헌

성체

파견

92

340 ∙ 342

152 ∙ 162 ∙ 49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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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의 날
올 한 해 동안 절두산 순교성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봉사자께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미사봉헌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성지에서 활동
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성당
- 식사: 감사미사 후 성지교육관 식당
* 이 날 박물관은 휴관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11/18 ~ 11/24)
주일헌금 (그리스도왕 대축일)

4,569,600

순례자봉헌함

671,100

감사헌금

240,000

이미카엘라 10,000
조스테파노 100,000

신임마꿀라따 30,000
전본시아노 1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