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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합동위령미사

1,2월 순교자 현양미사

1월 25일(토)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입니다. 이날은 조

매주 화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상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첫 화요일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들을 위한 현

미사예물을

양미사로 봉헌되고, 2~4주 화요일은 특별히 절두산에서 순교하

봉헌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연

휴기간 미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미사시간

1/24(금)

오전 10시, 오후 3시

1/25(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1/26(주일)

오전 10시, 오후 3시

1/27(월)

오전 10시

신 ‘하느님의 종 13위’의 시복을 기원하는 현양미사로 봉헌하오
니 순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고

21일(화)

하느님의 종 김진구(안드레아)

28일(화)

하느님의 종 김큰아기(마리아)

4일(화)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

11일(화)

하느님의 종 이기주(바오로)

18일(화)

하느님의 종 이용래(아우구스티노)

25일(화)

하느님의 종 박성운(바오로)

1월
설날 합동위령미사

사무실 휴무

2월

※ 설날 합동위령미사 후 짧은 연도를 바치며, 1월 25일(토)
오후 3시 미사는 합동위령미사 겸 주일미사로 봉헌됩니다.
※ 부활의집 돌문은 1월 18일(토)부터 29일(수)까지 개방합니다.

절두산순교성지 야외유물과 성물 ⑨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 像

제대초 봉헌
이 조각은 前 중앙대학교 조소과 교수

2월 2일(일)은 ‘주님 봉헌 축일’로, 제대초와 가정에서 사용할

임송자(리타)의 2018년 작품입니다.

초를 축성하게 됩니다. 성지에서 1년간 사용할 제대초를 봉헌

1985년 마더 데레사 성녀의 절두산순

하실 분은 성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지 순례방문과 2016년 성인으로
시성된 것을 기념하고자 성상제작을 기
미사 및 전례 안내

획하였으며 2019년 6월 1일 서울대교
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의 주례로 축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10시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3시 / 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

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6 ~ 1/12)
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일헌금(주님 세례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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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

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2월 7일

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

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1월 31일

상설고해

구유경배예물

662,000

순례자봉헌함

645,300

제대꽃(서레지나)

300,000

감사헌금

190,000

김리디아 50,000

박아녜스 100,000

김포르투나타 40,000

제대초봉헌
박펠릭스 20,000

460,000
김아가다 50,000

오마리아,신엘리사벳 20,000
권헬레나,구모니카,구스테파노

매주 토요일 12시 ~ 14시

4,756,500

조율리안나 50,000

이글라라,이헬레나 100,000
.30,000

김재식,김아비토,김마리아,이마르타 40,000
한안토니오,한테오필로,한베드로,한바오로,한안나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5

510 ∙ 514

160 ∙ 172 ∙ 175

4

성가

50,000

김가브리엘,임가브리엘라,김베로니카,김미카엘,유가브리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00,000

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