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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당 50주년기념 묵주기도 봉헌



2. 본당 50주년기념 전신자 캠프 323

2. 본당 50주년기념 전신자 캠프(7.28.~7.30. 인제 만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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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당 50주년기념 감사미사(9.3. 절두산 순교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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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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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당 50주년기념 미사 335

(2) 즐거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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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기경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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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당 50주년기념 미사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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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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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당 50주년기념 꽃꽂이 전시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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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임 까리따스 작

 
석은임 까리따스 작

이영희 비비안나 작

 
맹소정 데레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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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모니카·정나리 테오도라 작

 

김보현 가브리엘라 작

이영희 비비안나 작

 



제4편 2017년의 기념행사344

5. 본당 50주년기념 음악회(9.30.)



5. 본당 50주년기념 음악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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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당 50주년기념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축하공연(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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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종효 클레멘스 신부님 금경축(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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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1. 절두산 순교성지 박물관 대여목록 

1 절두산 부지 1950년대

2 절두산순교기념관 건축 당시 1967년

3 절두산순교기념관 축성 및 봉헌 미사 01 1967년 10월 21일

4 절두산순교기념관 축성 및 봉헌 미사 02 1967년 10월 21일

5 절두산순교기념관 준공식 (내빈초청) 02 1967년 10월 22일

6 절두산순교기념관 준공식 (내빈초청) 03 1967년 10월 22일

7 절두산순교기념관 성전 제대 1967년 10월

8 병인순교자 24위 시복경축미사 1967년 10월 8일

9 김대건 신부 석상 제막식 01 1971년 7월 4일

10 김대건 신부 석상 제막식 02 1971년 7월 4일

11 김대건 신부 동상 건립 기공축복식 01 1971년 7월

12 김대건 신부 동상 건립 기공축복식 02 1971년 7월

13 김대건 신부 동상 제막 및 축복 미사 04 1972년 5월 14일

14 육영수 여사 방문 기념 서명 1971년 1월 9일

15 육영수 여사 추모 미사 02 1974년 11월 2일



2. 개인 사진자료제공(가나다 순)

고의균 라파엘 공순녀 카타리나 권미광 엘리사벳
김경화 크리스티나 김광자 모니카 김군자 마리에따
김보현 가브리엘라 김안나 안나 김은혜 마리아
김주무 바오로 도재민 레오 문종영 베드로
박덕묵 시몬 박인호 방지가 박준화 다마세노
백종덕 시메온 석은임 까리따스 석희자 루시아
신재순 카타리나 안성옥 안토니오 양창각 아녜스
양프란치스카 연효진 소피아 이남일 요셉
이봉수 요셉 이영희 비비안나 이영희 카타리나

장미원 아녜스 조영자 화라 조인숙 엘리사벳
최아녜스 홍순화 마리아 홍영자 세실리아
정난용 안나

  ✟천주교 서교동성당 50주년 기념화보집 제작을 위하여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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