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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연중 제18주일
*축일(알퐁소) 송재남

서울대교구 8월 온라인 혼인교리(온라인 Edwith) 8/31까지
온라인 구역반장학교(온라인 Edwith) 9/31까지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5차 마르코 연수 13:00~16:30(온라인 ZOOM)
중1 예비신학생 월모임 13:30(신학교 대성당)
고1, 고2 예비신학생 월모임 09:00(신학교 대성당)

2 月 *축일(에우세비오) 양 홍, 이기성
*축일(스테파노) 최우철

3 火 용문 여름가족캠프 5차(용문청소년수련장) 5일까지

4 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 축일(요한마리아비안네)은 비고란에. 사제인사위원회 15:00(교구청 3층 1회의실)

5 木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4: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5차 마르코 연수 19:30~22:00(온라인 ZOOM)
청년부 지구지도 신부님 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6 金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4:00(주교좌 명동대성당) 용문 여름가족캠프 6차(용문청소년수련장) 8일까지

7 土 입추
*축일(식스토) 이정준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5차 마르코 연수 13:00~20:00(온라인 ZOOM)

8 日 연중 제19주일

*축일(도미니코)은 비고란에.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5차 마르코 연수 10:30~16:00(온라인 ZOOM)
중2 예비신학생 월모임 13:30(신학교 대성당)
중3 예비신학생 월모임 09:00(신학교 대성당)

9 月
10 火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축일(라우렌시오)은 비고란에. 

11 水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건축위원회 14:00(교구청 3층 2회의실)

12 木

13 金 *축일(히폴리토) 박찬윤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여름 연수봉사자 감사미사 19:3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상임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용문 여름가족캠프 7차(용문청소년수련장) 15일까지
신학교 지망자 교구 면접 16:00(성소국 사무실)

14 土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축일(막시밀라아노 마리아 콜베) 정재호 견진성사 16:00 잠원동(정순택 주교)

15 日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축일(달치시오) 윤일선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을 직장인연수 봉사자 발대미사 16: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16 月 대체공휴일

17 火 구요비 주교 주교 수품 4주년

18 水 주교평의회(인사) 10:30(교구장 집무실)

19 木
20 金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축일(베르나르도, 사무엘)은 비고란에.
사제평의회 11:00(교구청 3층 대회의실) 용문 여름가족캠프 8차(용문청소년수련장) 22일까지

21 土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축일(비오)은 비고란에.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여름 대학대표봉사자 연수 13: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학교사목부 Cell 센터 셀 모임(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22 日 연중 제21주일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여름연수 만남의 미사 15:00(동성고등학교 대강당)
중고등부 18지구 중고등부 공동체미사(양천성당)

23 月                   처서

24 火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축일(바르톨로메오) 허 근, 이경훈, 전 원

교구사제단체피정 8차 31일까지(성 앵베르 센터)

25 水 *축일(루도비코)은 비고란에. 부주임 및 보좌신부 인계인수 13:30(교구청별관 4층 청소년국 회의실)

26 木 *축일(제피리노) 조창현 학교사목부 Cell 서울맹학교 예비자 교리(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27 金 성녀 모니카 기념일 본당 주임신부 인계인수(시간 추후 공지) 용문 여름가족캠프 9차(용문청소년수련장) 29일까지

28 土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손희송 주교 주교 수품 6주년

*축일(아우구스티노)은 비고란에.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센터 그룹공부 첫모임 16: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학교사목부 봉사자 임원회의(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29 日 연중 제22주일

30 月 *축일(실바노) 김도원 후반기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봉사자 OT 11: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서못자리 본당 대표자 회의 14: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31 火 *축일(아마또, 레문도) 임덕일, 김명섭

비고

*  4일 축일(요한마리아비안네) 김인성, 임창재, 김동선, 윤형원
*  8일 축일(도미니코)         김기화, 강계원, 김영관, 정영진, 조신형, 최장민, 이재협, 우석제, 김한솔, 신승우
* 10일 축일(라우렌시오)       한영석, 정현진, 임동국, 김정준
* 20일 축일(베르나르도)       최동진, 이형기                                                     * 20일 축일(사무엘) 김지영, 이선호
* 21일 축일(비오)             민병덕, 조재연, 강인철, 김영호, 박기훈, 김태정, 윤상현, 최기석
* 25일 축일(루도비코)         김수길, 신희준, 현대일
* 28일 축일(아우구스티노)      심용섭, 함세웅, 탁현수, 유원봉, 고석준, 강귀석, 서경룡, 윤성호, 홍성학, 조성풍, 이윤헌, 강혁준, 이태석, 박경근, 민경일, 우창원, 안민우, 김문희, 홍웅기, 이원근, 이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