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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간 목요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 10:00(주교좌 명동대성당)
*축일(후고) 박정우, 최영섭 사제수품 60주년·50주년 축하식(성유축성미사 후)

日
月

주님 부활 대축일

천주교 서울

4

대교구 행사표

2021년

예수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13일까지(관리국)

주님 수난 성금요일

청명

*축일(마르첼리노) 유환민 교구사제단체피정 4차 13일까지(성 앵베르 센터)

보건의 날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아카데미] 서클로 하는 소모임 운영 20:00(온라인 ZOOM)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이문동)
중고등부 CYA 교구 회장단 모임 1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CYA 상임위 모임 14: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역삼동청소년회관 또는 온라인)
학교사목부 Cell 임원단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월모임 14:00(명동 영성센터)

10 土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도림동)
중1 예신 월모임 09:30(zoom 화상회의) 고1 예신 월모임 09:30(zoom 화상회의)

부활 제2주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
*축일(율리오) 조성훈

13 火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줌 강의)

*축일(마르티노) 심승우, 주국돈 사제연례연수 3차 16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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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水
15 木
16 金

*축일(다미안) 이효섭 견진성사 19:00 수서동(염수정 추기경)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새사제 집전) 14:00(명동대성당)

21 水
22 木
23 金

*축일(페르펙토) 김완수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의 날 · 곡우 교구사제단체피정 5차 27일까지(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비 고

중고등부 [아카데미] 서클로 하는 소모임 운영 2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교사 회장단 모임 20: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역삼동청소년회관 또는 온라인)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청년부 부서장 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범우관 408호)
중고등부 ‘나다’ 봉사자 월 정기모임 19:00(온라인 ZOOM)

*축일(안셀모) 유태종, 김정욱
*축일(레오) 김원철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축일(제오르지오) 김지형

중고등부 [아카데미] 서클로 하는 소모임 운영 20:00(온라인 ZOOM)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중고등부 [아카데미] 교리교안 13: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아카데미] 엠마우스연수 15: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CYA 교구 회장단 모임 14:00(온라인 ZOOM)
가톨릭스카우트 가온단 스‧소‧연‧벤 대집회(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청년부 부서원 미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천호동)
장애인신앙교육부 교리교육 2차 14: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가톨릭스카우트 2021 서울지구연합회 육성위원강습(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부활 제4주일 · 성소 주일
*축일(마르코)은 비고란에.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줌 강의), 성서못자리 본당 대표자 회의 14:00(가톨릭회관 205-2호)

27 火

29 木
30 金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줌 강의), 성서못자리 봉사자 월례교육 14: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26 月
28 水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범우관 408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가톨릭스카우트 가온단 컵‧개‧진 선서식(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2 예신 월모임 09:30(zoom 화상회의) 중3 예신 월모임 09:30(zoom 화상회의)
고2 예신 월모임 09:30(zoom 화상회의)

부활 제3주일

24 土
25 日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상임위 모임 19:00(온라인 ZOOM)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육성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역삼동청소년회관 또는 온라인)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3:00~18:30(교구청 501호)
학교사목부 CA 월례교육(역삼동청소년회관 또는 온라인)
학교사목부 Cell 센터셀 모임, 협조자회 회합(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17 土

20 火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 주일학교 교감단 회의 20:00(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고등부 교사 회장단 모임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19:00~22:00(교구청 501호)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범우관 408호)
초등부 지구지도 사제회의 14:00(온라인 ZOOM) 초등부 지구 상임위 회의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지구지도 신부님 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청년부 교구상임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대학교사목부 팍스동문미사 19:3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8 木
9 金

19 月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상임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교구청 휴무
식목일 · 한식

7 水

18 日

서울대교구 혼인교리(온라인 Edwith) 4/30까지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ell 협조자회 회합(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대학교사목부 부활대축일 미사 18:0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
*축일(리카르도) 고 울, 최진묵

6 火

11 日
1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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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연례연수 4차 30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축일(베드로샤넬) 김재원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축일(성우안토니오) 김세훈
*축일(비오) 원주호, 이정민, 김비오
* 25일 마르코 축일 : 이강구, 봉재종, 윤종국, 김중호, 김성수, 임재엽, 송준영, 박현진, 백종원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3차 요한 연수 19:30~22:00(비대면)
중고등부 교사 회장단 모임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선택 화요미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범우관 408호)
중고등부 지구지도사제 모임 12: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뉴노멀팀 16:00(온라인 ZOOM)
예신 담임 월모임 13:20 (신학교 진리관)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3차 요한 연수 19:30~22:00(비대면)
중고등부 [아카데미] 서클로 하는 소모임 운영 20:00(온라인 Z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