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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절두산순교성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 성탄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신부 : 원종현(야고보)
수녀원 : 도레지나 ‧ 공헬레나,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24(화)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품다>

오전 10시

대림 제4주간 미사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서

오후 3시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의 공모 수

오전 10시

12/25(수)

사무장 김창섭(바오로) 외 직원 일동

오후 3시

상작 전시가 12월 20일(금)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
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회 내 전시공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1(수)

오전 10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오후 3시

대축일 미사

을 떠나 한국의 대표적 미술거리
인 인사동에서 열리는 이 대회의
전시에 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전시기간 : 12월 20일(금) ~ 30일(월) 10:00 ~ 19:00

상설고해 휴무안내
12월 28일(토)과 1월 4일(토)은 상설고해가 없습니다. 순례에 착
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시장소 : 인사아트센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12월 순교자 현양미사
미사 및 전례 안내

매주 화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첫 화요일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들을 위한 현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신 ‘하느님의 종 13위’의 시복을 기원하는 현양미사로 봉헌하오

양미사로 봉헌되고, 2~4주 화요일은 특별히 절두산에서 순교하
니 순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한국순교자현양미사 첫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1월 7일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월 4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2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월 2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상설고해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2월27일

24일(화)

하느님의 종 이의송(프란치스코)

31일(화)

하느님의 종 이붕익(베드로)

12월

우리들의 정성 (12/9 ~ 12/15)
주일헌금 (대림 제3주일)
순례자봉헌함

599,000

감사헌금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입당

봉헌

성체

파견

92

215 ∙ 216

174 ∙ 502 ∙ 504

95

성가

4,452,000

11,100,000

성바실리오 7,000,000 강이냐시오 300,000 익명 500,000
성요한
3,000,000 최사도요한 200,000 조옥진 50,000
양레카레따 50,000
제대꽃
황첼레스티노 100,000

200,000
황다미아나 1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