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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2 月

천주교 서울

3

대교구 행사표

2020년 성 요셉 성월

3 火

새사제 교육 14:00(사제평생교육원)

*축일(하드리아노) 김준호
*축일(테오필로) 홍용택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4: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경칩

7 土
견진성사 11:00 답십리(염수정 추기경)

사순 제2주일
*축일(그레고리오) 박은호

새사제 교육 14:00(교구청 3층 대회의실)

11 水

건축위원회 14:00(교구청 3층 2회의실)

13 金
14 土
사순 제3주일

16 月
*축일(파트리치오) 김이균, 주호식, 김석원 새주임신부 교육 13:30(교구청 3층 2회의실)

18 水
19 木

*축일(알렉산델) 송인회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축일(요셉)은 비고란에.

20 金

사순 제4주일

25 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천호동)
초등부 월례교육-지구(각 지구)
교구청 직원(기능직·별정직) 연수 24일까지(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명동시메온학교 10:00~12:00(명동성당 범우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단 회의 20:00(교구청별관)

정진석 추기경 추기경 서임 14주년
주교평의회 및 참사회 09:30(교구장 집무실)

*축일(임마누엘) 정무웅, 최지웅 사제연례연수 2차 27일까지(하선정요리학원)

26 木

교구청 직원(일반직) 연수 27일까지(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27 金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2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중고등부 지구 지도사제 모임 12:00~13: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대학교사목부 협조수도자 모임 15:0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함께하는 여정 1단계(3) 19:20~21: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유아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입교사 교육 지도신부 출강(가톨릭회관)
초등부 부서원 미사 20: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예신 담임 월모임 13:20(신학교 진리관)
구역반장학교 1기(5) 10:00~13: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견진성사 18:00 성내동(유경촌 주교)

28 土

비고

구역반장학교 1기(3) 10:00~13: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창동),
14:30(오금동) 약혼자주말 203차 19:30(신길동 살레시오회 관구관) 15일까지
노인사목연구위원회 회의 17:00~18:00(교구청별관 2층 회의실)
청년부 262차 선택주말(한남동꼰벤뚜알) 15일까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신앙 강연회 10:30(교구청)
구역반장학교 2기(3) 13: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이문동)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그룹봉사 시작 길라잡이&신입부원 교육 13: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이해 전문교육 2단계 10: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워크숍(말씀의 집) 15일까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사목회의&신입부원 환영미사 13: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초등부 월례교육-강사(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고등부, 일반 예신 월모임 09:00(신학교 대성당)
명동시메온학교 10:00~12:00(명동성당 범우관)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미술작업교육 10:00~13:00(교구청 501호)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시니어율동교육 14:00~17:00(가톨릭회관 7층 강당)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이문동), 14:00(천호동)
중고등학교사목부 월례교육 10:00~16:00(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단 회의 20:00(교구청별관)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구의동)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9:00~22:00(교구청 501호)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2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청년부 부서장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대방동), 14:00(등촌1동) 수도자 성체분배 직무교육 14:00~16:0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함께하는 여정 1단계(2) 19:20~21: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청소년국 전직원 법정의무교육 13:30~17:30(교구청 501호)

구역반장학교 2기(4) 13: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청년부 262차 재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중고등학교사목부 월례교육 10:00~16:00(역삼동가톨릭청소년회관)

22 日
23 月
24 火

31 火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구로1동), 14:00(연희동) 희망으로 가는 길 13:30~16:30(교구청 별관 소성당)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상임위 모임 19:00~22: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강서지회 미사 17:30(발산동)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육성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단 회의 20:00(교구청별관)
전국 성소국장 연수(12일까지)
성주간 전례 교육 13:30~17:00(꼬스트홀) 구역반장 월례연수 14:00(흑석동)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2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초등부 지구지도 사제회의 13: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동부, 북부지회 미사 17:30(노원)

구역반장학교 1기(4) 10:00~13: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양천), 14:30(길음동)
중고등부 부모월례교육 10:00~12: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춘분

21 土

29 日
30 月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입학·개강미사 및 오리엔테이션 10:30~15: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서부지회 미사 17:30(연희동)
구역반장학교 1기(2) 10:00~13: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편집부회의
18: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상임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
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자모 회장 모임 10:30(교구청별관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새사제 집전) 14:00(명동대성당)
코이노니아주말 13차 10:00(서강대 예수회 센터) 8일까지 구역반장학교 2기(2) 13:00~16:0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유아부 유아교육연합회 신입교사교육(가톨릭회관) 중고등부 CYA 상임위 모임 14:00~17:00
(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고등학교사목부 임원 빵 교재 교육 및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도림동)
중등부 예신 월모임 09:00(신학교 대성당)

구역반장 월례연수 10:30(방배동), 14:30(혜화동) 함께하는 여정 1단계(1) 19:20~21: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1학년 정규수업 10:30~15: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및 범우관)

12 木

17 火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월례미사 10:30~12:3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청소년국 2020년도 제 1-①차 사제연례연수 <청소년사목자연수 (제2과정-심화과정)>(사제평생교육원) 6일까지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학교복음화 협의회의 17:3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교감단 회의 20: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단 회의 20:00(교구청별관)

명동시메온학교 10:00~12:00(명동성당 범우관)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월례교육 10:00~13:00(꼬스트홀)
교구사제단체피정 2차 17일까지(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10 火

15 日

SAT
4
11
18
25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9:00~22:00(교구청 501호) 초등부 지구 상임위 회의 20: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중고등학교사목부 CCE 임원회의 18: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대학교사목부 PAX 동문미사 19:3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축일(가시미로) 김현준

6 金

8 日
9 月

FRI
3
10
17
24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역삼동)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봄 직장인 연수봉사자 발대미사 16: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명동시메온학교 10:00~12:00(명동성당 범우관)
베드로사목연수(13기) ‧ 중견사제연수(40기) 6/5까지(중견사제연수원)
성소국 사무실 부서 연수 3일까지
사제연례연수 1차 6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5 木

THU
2
9
16
23
30

삼일절 견진성사 11:00 서교동(구요비 주교)

사순 제1주일

4 水

SUN MON TUE WED
1
5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견진성사 18:00 반포1동(정순택 주교)

사순 제5주일

견진성사 14:00 반포(염수정 추기경)

구역반장학교 2기(5) 13:00~16: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2차 직장인 창세기 연수 14:00(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29일까지
중고등부 월례교육 09:00~13:00(화곡본동) 중고등부 월례교육 15:00~17:30(혜화동가톨릭
청소년회관) 청년부 청년전례학교 초급1차(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동성고 예비신학생반 장학증서 수여식 11: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청년부 청년전례학교 초급1차(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장애인신앙교육부 2차 교리교육 14: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명동시메온학교 10:00~12:00(명동성당 범우관)

*축일(아모스) 이상진 사제연례연수 3차(사목국 연수) 4/3까지(햇살사목센터)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신앙특강 10:00~12:00(가톨릭회관 3층 강당)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정기이사회 15:00(교구청별관 1층 대회의실)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단 회의 20:00(교구청별관)

* 19일 요셉 축일 : 김희선, 안상인, 김성태, 정광웅, 황흥복, 조군호, 김영국, 염수의, 정구현, 김웅태, 김용태, 김덕근, 이재철, 송명은, 이상헌, 박원주, 강사집, 안광민, 김효성, 박선용, 방정영, 이기양, 이영우, 조해붕,
김순진, 우대근, 박성철, 이준성, 이요섭, 이성우, 강재흥, 최대식, 정현영, 김희철, 오창석, 김효석, 김남성, 이종환, 이현석, 이승민, 김인권, 안승태, 이영제, 은성제, 이호섭, 오대일, 한호섭, 백충열, 나충열, 김형목,
이상선, 이중헌, 유기상, 신요섭, 백중서, 신동원, 백종호, 한상인, 박민호, 정세진, 안병국, 안주환, 이명진, 최석수, 이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