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24/31 25 26 27 28 29

1 火

천주교 서울

9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9:00~22:00(교구청 501호)
초등부 지구지도 사제회의 13: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초등부 지구 상임위 회의 20: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청년부 교구상임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학교사목부 상반기 워크숍(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대학교사목부 PAX 동문미사 19:3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축일(그레고리오)은 비고란에.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개강 10:0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함께하는 여정(1) 14: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상임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4:00 (명동대성당)

*축일(모세) 김세진(05서품), 김윤복, 이원복, 홍찬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열린특강6(마태오 복음)(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11/20까지
학교사목부 Cell 협조자회 온라인 회합(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온라인)

5 土
6 日
7 月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역삼동)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을직장인 연수봉사자 첫모임 및 발대미사 13:00~17: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연중 제23주일
백로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개강 10:30~13:00(명동성당, 명동성당 내 강의실, 교구청강의실, 가톨릭회관)

사제연례연수 10차 11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장애인신앙교육부 연합회 회장단 회의 19:00(교구청별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육성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 09:30~16:00(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9 水
10 木
11 金

주교평의회 및 참사회 09:30(교구장 집무실)
건축위원회 14:00(교구청 3층 2회의실)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창세기특강(가톨릭회관 3층 강당) 11/4까지

12 土

견진성사 16:00 목5동(염수정 추기경)

8 火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0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지관)
함께하는 여정(2) 14: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노인사목연구위원회 회의 17:00(교구청별관 2층 회의실)

견진성사 16:00 상봉동(손희송 주교)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이문동)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그룹봉사 시작 길라잡이 14:00~17: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우드배지 재회행사, 만남의 날(삼숭리야영장) 13일까지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 09:30~16:00(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대학교사목부 새식구한마당(성앵베르센터) 13일까지

13 日
14 月
15 火

연중 제24주일
예수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22일까지(관리국)
*축일(요한크리소스토모) 이철희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센터대표선출 15: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고1, 고2 예신 월모임 09:00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월모임 09:00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30(명동성당 내 강의실, 교구청강의실, 가톨릭회관)

16 水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새사제교육 1차 14:00(사제평생교육원)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0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지관)
함께하는 여정(3) 14: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청소년국 서울대교구 청년영성피정(성바오로 피정의집) 20일까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학교사목부 Cell 협조자회 온라인 회합(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온라인)
서울대교구 내 성지 개발을 위한 특별헌금 29일까지(관리국)
견진성사 11:00 혜화동(염수정 추기경)
견진성사 11:00 묵동(정순택 주교)

20 日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21 月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축일(마태오)은 비고란에.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교구사제단체피정 10차 29일까지(성 앵베르 센터)
추분 사제연례연수 11차 25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새사제교육 2차 14:00(사제평생교육원)

22 火

28 月
29 火
30 水
비고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30(명동성당 내 강의실, 교구청강의실, 가톨릭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연합회 회장단 회의 19:00(교구청별관)
청년부 선택 화요미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축일(리노) 권태형, 김현규, 유동철, 배우석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0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지관)
함께하는 여정(4) 14: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예비신학생 담임 월모임 13:20 (신학교 진리관)

24 木
25 金
26 土
27 日

장애인신앙교육부 연합회 회장단 회의 19:00(교구청별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 교육 14:00~16:00(교구청 501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9:00~22:00(교구청 501호)
청년부 부서장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7 木
18 金
19 土

23 水

SAT
3
10
17
24
31

새 임지 부임일(사제 인사이동)
장애인신앙교육부 연합회 회장단 회의 19:00(교구청별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41기 중견사제연수 · 제14기 베드로연수 12/2까지
*축일(에디지오) 강송수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교구사제단체피정 9차 8일까지(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2 水
3 木
4 金

대교구 행사표

2020년 순교자 성월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1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약혼자주말 203차 19:30(신길동 살레시오회 관구관) 27일까지

*축일(다미아노) 박기호
견진성사 15:00 삼성산(유경촌 주교)
*축일(고스마) 김광두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연중 제26주일・이민의 날

헌미헌금 봉헌의 달 2차헌금 10/13까지(관리국)
*축일(빈첸시오) 김태선, 김도영 견진성사 11:00 신내동(정순택 주교)
*축일(엘제아리오) 태철민 견진성사 15:00 염리동(손희송 주교)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천호동)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30(명동성당 내 강의실, 교구청강의실, 가톨릭회관)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새사제교육 3차 15:00(교구청 3층 대회의실)
*축일(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은 비고란에.

장애인신앙교육부 연합회 회장단 회의 19:00(교구청별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축일(예로니모) 장긍선, 김우종, 이재학
추석 연휴(휴무)
3일 축일(그레고리오) 김진태, 박종성, 한상호, 최수호, 임민균, 최영진(19서품)
20일 축일(하상바오로) 박재홍, 차경린, 윤웅렬 * 20일 축일 김경영(영주바오로), 장이태(경환프란치스코), 하상헌(윤호요셉), 임시백(치백요셉)
21일 축일(마태오) 황인국 몬시뇰, 이원규, 홍성남, 임인섭, 김형석, 변종찬, 박문성, 최광희, 박대현, 장재욱, 이규황
29일 축일(미카엘) 이종환, 여형구, 김중호, 홍성만, 박기주, 이성운, 최원일, 최종건, 박성칠, 정순오, 김종욱, 김범연, 최준규, 이창준, 이준호, 전민배, 황 현, 유정규, 이성진(00서품), 신정훈, 최형규, 안재현,
이성진(07서품), 신기호, 윤병우, 박민재(09서품), 손우성, 문병현, 박민재(15서품), 홍성원, 김용수, 김준영, 박남준, 오형훈, 문성욱, 배청민
* 29일 축일(가브리엘) 전창문, 김세진, 소원석, 조재형, 정동훈, 신문호, 윤종상, 장원석, 김상욱, 고민수
* 29일 축일(라파엘) 박신언 몬시뇰, 김병학, 조정환, 최일광, 이계철, 남상근, 김도훈, 엄익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