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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월 순교자 현양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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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동안 절두산순교성지를 방문해 주신
순례자 및 신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임신부 : 원종현(야고보)
수녀원 : 도레지나 · 공헬레나
사무장 김창섭(바오로) 외 직원일동

오전 10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오후 3시

대축일 미사

1월 1일(수) 박물관은 휴관하오니 순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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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2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1월 2일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

14일(화)

하느님의 종 김한여(베드로)

21일(화)

하느님의 종 김진구(안드레아)

2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2019년 매월 첫 토요일 미사에 실시한 ‘고통 받는 교회 돕기’
특별헌금(\14,573,480)과 카페자비 수익금(\12,418,200)을 지난
12월 27일(금) ACN한국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순례자분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이 후원금 \26,991,680은 고통
받는 교회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순례자분들의 많
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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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후원금액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

26,991,680

2020 마포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

10,000,000

우리들의 정성 (12/16 ~ 12/22)
주일헌금 (대림 제4주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일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1일

성가

07일(화)

1월 7일

성모신심미사

상설고해

하느님의 종 이붕익(베드로)

2019년도 하반기 찬조후원비 후원 내역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1월

31일(화)

고통 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1(수)

12월

4,648,000

순례자봉헌함

625,850

제대꽃 봉헌 (박안젤라 300,000)

300,000

감사헌금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14

221 ∙ 218

181 ∙ 506 ∙ 501

113

정헬레나 5,000,000 오글라라 200,000
황다미아나 1,000,000 김글라라 100,000
조스테파노 100,000 박글라라 50,000

6,680,000
김동수 200,000
임영아 3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