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5. 29(다해) / 제407호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청소년�주일)

수요일 - 주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오후 3시

매월�첫째주�주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전화), 0404 089 227

사제관 8756 3330 (곽승룡 비오 신부),     8756 3332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8756 3331 (김주선 안셀모 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 베르타 원장수녀, 최 레아 수녀, 최 마냐 수녀)     연령회 0420 300 820 (전현주 소피아)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협의회�회장:

곽승룡�비오
김재준�알베르토, 김주선�안셀모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최혜숙�레아
최정미�마냐
                     남순현�아녜스

2022년 사목지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실천사항
1. 한국�순교자의�삶을�증거하여�친교를�이룹니다.
2. 본당�미사와�기도와�말씀강좌�및�봉사는�대면과�비대면(줌, 유튜브...)을�활용해�참여합니다.
3. 본당의�홈페이지(www.sydneykcc.org) 시드니�대교구�홈페이지(www.sydneycatholic.org)
     에�방문하여�교회와�신앙생활의�소식을�접합니다.
4. 시드니대교구의�단체(사회복지, 기도, 봉사, 성소...)와�사제들과�연대하며�친교를�이룹니다. 

2022

사목지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매일�저녁 9시�주모경
(주님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과�신부님들의�강복

지향:
1. 코로나�바이러스의�극복

2. 본당�교우들의�일치와�성화
3. 개인�지향

알면�편리한
성당�관련
QR코드

(�초만에�열기)  시드니�대교구    성당�홈페이지         성당�주보         유튜브�채널�     유튜브�채널�     성당�사진앨범

              매일미사책 픽업 

- 성물방: 매달 첫째주 주일

- 도서방: 매달 둘째주 - 네째주 주일

- 시간: 오전 8시  - 12시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영어)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주님�승천�대축일(홍보�주일, 청소년�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화답송:          환호�소리�가운데�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가운데�주님이�오르신다.

제2독서:  에페소서 1,17-23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말씀하신다. 너희는�가서�모든�민족들을�가르쳐라. 내가�세상�끝 
       날까지�언제나�너희와�함께�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보라, 내가�세상�끝�날까지�언제나 
너희와�함께�있으리라. 알렐루야.

전례성가: 입당: 137     /  봉헌: 210, 211      /  성체: 180, 173, 174    /   파견: 141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부활 제6주일 화답송 (다)

 

주님 승천 대축일 화답송

 

성령 강림 대축일 화답송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가)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나)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다)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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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30일(월) 
사도행전                 
19,1-8

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요한        
16,29-33

2일(목) 
사도행전                

22,30; 23,6-11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요한         
17,20-26

31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스바니야 예언서                
3,14-18

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루카        
1,39-56

3일(금)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사도행전                
25,13ㄴ-21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요한          
21,15-19

1일(수)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사도행전                
20,28-38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요한       
17,11ㄷ-19

4일(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사도행전                
1,12-14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루카         
1,26-38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청소년�주일)공지사항

위 금액은 5월 9일 부터 5월 15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통증 /  소화 / 내과 / 여성질환
성장 / 피부평 / 중풍 / 난치병

예약문의 0404 866 137

구역 봉사
5월 29일

2구역
6월 5일
3구역

6월 12일
4구역

교무금
$15,567

봉헌금
$2,120

감사헌금
$130

기타
$600

BSB 062-784 Acc No. 612-0301 Acc Name SKCC
교무금 봉투번호 봉헌금 MA 감사헌금 TO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010명

은빛대학 친교모임
- 일시: 6월 30(목)까지�오전�미사�부터 11시 20분�까지
- 대상: 은빛대학�학생, 은빛대학�교사
- 코비드로�인해�안전상�중식은�제공되지�않습니다.

말씀학교그룹 봉사자 모임
- 날짜: 5월 29일(주일) 
- 시간: 오후 12시 - 오후 2시�미카엘방

성시간
- 날짜: 6월 2일(목) 오후 7시 30분�미사�후

중고등부 열린마음제 (7월 15일) O.T
- 일시: 6월 4일(토) 오후 4시�미사�후 
- 장소: 가브리엘�방

병자 영성체
- 일시: 6월 8일(수) 

“마르코복음 그룹성경공부” 대면반 모집
- 목요반, 토요반: 오전�미사�후 10시 10분 - 12시
- 장소: 교리실 (각�반별로�추후�공지)
- 신청: 말씀학교�이�안젤라 0433 050 333

2020년도 매일미사책, 월간지 환불
-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매일미사책�금액을�성물방에서
   환불해�드립니다.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성물방�업무시간에
   성물방에서�수령하실�수�있습니다.  

성물방 업무시간
- 매월�첫째주와�셋째주�오전 8시�에서�오후 12시까지�오픈합니다.

주일 영어미사 봉사자 모집
- 주일�오후 5시�영어미사에�도움을�주실수�있는�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봉사: 독서, 해설, 반주
- 연락처: 사무실 8756 3333 / 0404 089 227
                  이메일: info@sydneykcc.org

코비드19 규제 
- 5월 8일�주일부터는�토요일�오후 4시�어린이�미사와�주일학교
   교리를�제외하고�마스크�착용을�실내와�실외�모두�자유롭게�하실
   수�있습니다.
- 미사, 기도에�집중하는�신앙생활

성체거동 행렬
- 날짜: 6월 19일(주일)
- 시간: 시작공연�오후 1시 30분
             행렬시작�오후 2시 30분
- 모임장소: Martin Place 와 Pitt St 교차로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9월 4일 주일)
- 신청기간: 5월 29일(주일) 까지�신청서�와�신청비($30) 를
  사무실에서�제출하여�주십시오.
   2021년에�신청하신�분들은�다시�신청하여�주십시오.
- 주례사제: 시드니�대교구장�안토니�피셔�대주교님
- 교리기간: 8월 7일 - 8월 28일�매주�주일(4회) 오후1시 - 3시
- 자격: 7학년�이상�세례받으신�교우

유아세례 일정 (6월 18일)
- 부모교육: 2차 6월 1일(수), 3차 6월 8일(수)
                    오후 8시�가브리엘�방
- 부모면담: 5월 29일(주일) 12pm - 2pm

우크라이나 명예영사 방문
- 날짜: 5월 29일(주일) 오전 10시 30분�미사 
- 우크라이나�명예영사이신 Mr. Jaroslav Duma 께서�방문하시어
  전쟁의�현�상황의�설명과�우크라이나�전쟁에�기부해주신
  교우분들께�감사의�인사를�할�예정입니다.

은빛대학 떡판매
- 날짜: 5월 29일(주일) 오전 6시 30분�미사�후

 

주보 광고 모집
본당 주보에 광고를 게재해 주실 분들은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04 089 227
Email: info@sydneykcc.org

모든 금융상품 문의: 9744 1433

지점장 박명희: 0450 771 433 

스트라스필드 지점

영업시간: 월 - 금 오전 9:30 - 오후 5시

제일 물리치료 병원
스트라스필드

재활치료 & 한방치료 전문

스트라스필드�플라자 �층 ���호 (포커스�메디컬�센터)
Tel. ���� ���� : 2D Avenue of Europe Newington

: 0492 511 227

기념관에서 개인컵, 텀블러를 사용해 주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하는데 5초

소비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