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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순교자 현양미사

주님 세례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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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화)

하느님의 종 김한여(베드로)

21일(화)

하느님의 종 김진구(안드레아)

2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이는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
은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첫 주일에 지냅니다(마태 3,14 이하; 요한 1,29; 루가 12,50). 그리
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며, 사
명을 시작하는 공생활의 선포일이기도 합니다.

12월 결산보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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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27,124,380
33,261,982
1,236,000
37,239,000
70,202,182
25,000,000

제대초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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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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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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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63,544
257,895,216
451,958,760

계정과목
주일헌금
기타헌금
목적헌금
후 원 금
기타수입
성지발전헌금,관리비
유물및고서
집기비품
선 교 비
단체보조비
사제성무활동비
수녀성무활동비
자선찬조비
행 사 비
인 건 비
여비교통비,회의비
운 영 비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조경기타시설비
부활의집 운영비
소 계
수지차액
합 계

지출

130,000,000
1,817,950
18,355,350
6,419,100
3,450,000
2,910,000
40,355,680
106,354,630
44,215,280
508,000
30,132,145
1,890,700
13,504,710
29,968,000
22,077,215
451,958,760
451,958,760

우리들의 정성 (12/30 ~ 1/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5,723,000

주일헌금(주님 공현 대축일)

4,378,910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2월 7일

구유경배예물

462,000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1일

고통받는 교회돕기 헌금

898,000

상설고해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순례자봉헌함

569,700

감사헌금
성가

2,400,000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최카타리나 2,000,000 김글라라 200,000

1

213 ∙ 219

156 ∙ 170 ∙ 171

479

김마리데레사/100,000

박글라라 50,000

장유스티나 5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