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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

5월 구역반장 월례연수(사목국 홈페이지)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ZOOM), 성서못자리 봉사자 월례교육 14: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리더십 2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교사 회장단 모임 20: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ell 동성고 셀모임(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어린이날(휴무) · 입하
*축일(도미니코사비오) 김철현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4:00(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4:00(주교좌명동대성당)

8 土
부활 제6주일

*축일(욥) 구요비 주교

*축일(아킬레오) 정세덕 주교평의회 및 참사회 09:30(교구장 집무실)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축일(마티아)은 비고란에.

주님 승천 대축일 · 홍보 주일(2차헌금)
*축일(파스칼) 김중광

18 火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축일(에릭) 조영관
*축일(베난시오) 진 강

27 木
28 金
29 土

중고등부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리더십 2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상임위 모임 19:00(온라인 ZOOM)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육성위원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학교사목부 CA 화양초등학교 특강(화양초) 학교사목부 CA 5월 월례교육(온라인 또는 회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온라인 ZOOM)
유아부 가톨릭 영유아 부모교육(온라인 강의) 초등부 지구 상임위 회의 20: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ell 중앙여고 셀 모임(중앙여고)
대학교사목부 팍스동문미사 19:00(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학교사목부 Cell 콘텐츠 개발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스승의 날 견진성사 16:00 가락2동(구요비 주교)

17 月

26 水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ZOOM)

입양의 날 교구사제단체피정 6차 18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15 土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학기 대학대표봉사자 모임 19:00(비대면)
학교사목부 Cell 사회교리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중2 예신 월모임 09:30(온라인 ZOOM) 고2 예신 월모임 09:30(온라인 ZOOM)

*축일(그레고리오) 허중식

12 水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지구지도 신부님 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청년부 교구상임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그룹봉사자 일일피정 14:00~16:30(비대면)
중고등부 CYA 회장단 모임 10: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CYA 상임위 모임 14:00(온라인 ZOOM)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월모임 14:00(신학교)

어버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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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축일(필립보,야고보,알렉산델)은 비고란에.

7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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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3차 요한 연수 10:30~18:00(비대면)
중1 예신 월모임 09:30(온라인 ZOOM) 고1 예신 월모임 09:30(온라인 ZOOM)

6 木

16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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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5주일 · 생명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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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5월 온라인 혼인교리(온라인 Edwith) 31일까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갱신 교육(1차)(온라인 Edwith) 31일까지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3차 요한 연수 10:30~17:00(비대면)

근로자의 날(휴무)
*축일(요셉) 소윤섭

4 火

9 日
10 月

대교구 행사표

2021년 성모 성월

1 土
2 日
3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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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주일 2차헌금 25일까지(관리국)

가톨릭스카우트 2021 서울지구 지도자 기본강습 및 초, 중급훈련(삼숭리야영장) 16일까지
학교사목부 CA 5월 월례교육(온라인 또는 회관)
학교사목부 Cell 온라인 비대면 봉사활동(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온라인)
청년부 청년전례학교 초급1차(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가톨릭청년성서모임 633차 요한 만남의 미사 15:00~17: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장애인신앙교육부·초등부·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평화방송 미사)
중3 예신 월모임 09:30(온라인 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ZOOM), 성서못자리 본당 대표자 회의 14: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리더십 20: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A 5월 월례교육(온라인 또는 회관) 학교사목부 Cell 동성고 셀모임(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청년부 선택 화요모임(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부처님 오신 날(휴무)
중고등부 부서원 모임 및 미사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청년부 부서장 회의(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가톨릭스카우트 2021 서울지구 지도자 기본강습 및 초, 중급훈련(삼숭리야영장) 23일까지
학교사목부 Cell 사회교리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소만 · 부부의 날

중고등부 [아카데미] 교리교안 13:0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아카데미] 엠마우스연수 15: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A 5월 월례교육(온라인 또는 회관) 학교사목부 Cell 단합대회(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온라인)

*축일(에밀리오) 정웅모
*축일(아우소니오) 신현박
성령 강림 대축일

견진성사 14:00 명동(염수정 추기경)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교육 주간 30일까지

초등부 신입교사학교 1차 수료 미사-온라인 강의 수강 마침(유튜브/edwith)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ZOOM)

사제연례연수 5차 28일까지(사제평생교육원)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중고등부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리더십 20:00(온라인 ZOOM)
청년부 선택 화요미사(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또는 온라인)
청년 성서못자리 19:30~21:30(온라인 ZOOM)
중고등부 지구지도사제 모임 12:00(온라인 ZOOM)
예신 담임 월모임 13:20(신학교 진리관)

학교사목부 Cell 콘텐츠 개발 회의(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중고등부 CYA 회장단 모임 14:00(온라인 ZOOM)
학교사목부 Cell 협조자회 회합(혜화동가톨릭청소년회관)

30 日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차헌금 6/7까지(관리국)
· 청소년 주일(2차헌금)
*축일(펠릭스) 한승현 견진성사 11:00 풍납동(손희송 주교)
*축일(바실리오) 문필정

31 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비 고

* 3일 필립보 축일 : 장강택, 배상도, 강상수, 박범석, 최우주, 문세영, 장경복 * 3일 야고보 축일 : 원종현, 이재열, 이동원, 김종호, 최영진 * 3일 알렉산델 축일 : 박 일
*14일 마티아 축일 : 김인규, 홍인식, 강권수, 허영엽, 손 훈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여름 연수봉사자 발대미사 16:00~17:00(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초등부 초급교사학교 1차 수료 미사-온라인 강의 수강 마침(유튜브/edwith)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10:30~12:00(온라인 Z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