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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순교자 현양미사

주님 공현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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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07일(화)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

14일(화)

하느님의 종 김한여(베드로)

21일(화)

하느님의 종 김진구(안드레아)

2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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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 등의 의미를 갖는 말입니
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아기 예수님이 세 명의 동방박사
(파스칼, 멜키오르, 발타사르)에 의해,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
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기념합니다.
원래 축일은 1월 6일로 정했으나, 의무적 대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축일을 지냅니다.
‘세 명의 박사(현인 혹은 왕)는 별에 의하여 아기 예수(유다인의
왕)가 탄생한 곳으로 인도되었다(마태 2, 7-8). 그리고 이들은 황
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데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유향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몰약은 참사람이심을 상징합니다. 이 축일은 전
례상 성탄과 같은 대축일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민족
에게 자신의 강생을 보여주었으나, 공현은 세상 끝까지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두산순교성지 야외유물과 성물 ⑧
세상의 빛으로 오신

제대초 봉헌

그리스도 (안경묵作)

2월 2일(일)은 ‘주님 봉헌 축일’로, 제대초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하게 됩니다. 성지에서 1년간 사용할 제대초를 봉헌
하실 분은 성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서울가톨릭국제미
술대전 우수상 수상작
양 팔을 벌리고 온 세상
을 안아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
으며 가슴 속의 십자가는
무한하신 주님 참 사랑의
증표를 의미합니다.
성지순례를 오는 모든 이
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어주시고 마음 속 상처에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리
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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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성지후원회원미사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2월 1일

부활의집 연령미사 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2월 6일

성체현시•성체강복 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

2월 6일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2월 7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1일

상설고해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성가

우리들의 정성 (12/23 ~ 12/29)
주일헌금 (주님성탄대축일)

5,618,400

주일헌금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5,093,500

구유경배예물

5,027,050
620,100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순례자봉헌함

100

210 ∙ 212

154 ∙ 167 ∙ 168

487

감사헌금 (최바울리나)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