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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첫째, 셋째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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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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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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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창세기 14,18-20
화답송:          멜키체덱과�같이�너는�영원한 
사제로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1,23-2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말씀하신다. 나는�하늘에서�내려온�살아�있는�빵이다. 누구든지 
       이�빵을�먹으면�영원히�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9,11ㄴ-17
영성체송: 
주님이�말씀하신다. 내�살을�먹고�내 
피를�마시는�사람은�내�안에�머무르고, 
나도�그�사람�안에�머무르리라.

전례성가: 입당: 163     /  봉헌: 221, 215      /  성체: 165, 180, 198    /   파견: 169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화답송 (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화답송 (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화답송 (다)

 

!예수 성심 대축일 화답송 (가)

 

예수 성심 대축일 화답송 (나)

 

예수 성심 대축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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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20일(월) 
열왕기 하권               
17,5-8.13-

15ㄱ.18

주님, 당신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마태오        
7,1-5

23일(목)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제1독서: 이사야서 49,1-
6  제2독서: 사도행전 

13,22-26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루카         
1,57-66.80

21일(화)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열왕기 하권                
19,9ㄴ-11.14-
21.31-35ㄱ.36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마태오        
7,6.12-14

24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4,11-16  

제2독서: 로마서 5,5ㄴ-
1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루카          
15,3-7

22일(수) 
열왕기 하권              

22,8-13; 23,1-3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마태오       
7,15-20

25일(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남북통일 기원 

미사

제1독서: 신명기 30,1-5 
제2독서: 에페소서 

4,29―5,2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마태오         
18,19ㄴ-22



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공지사항

위 금액은 6월 6일 부터 6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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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5구역
6월 26일

7구역
7월 3일
8구역

교무금
$16,495

봉헌금
$3,550

감사헌금
$12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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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095명

한글학교 “명랑운동회”
- 일시: 6월 25일(토) 오전 9시 2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리드컴�한글학교
- 대상: K-9학년�한글학교�학생 

수녀님 휴가
- 일시: 6월 21일(화) - 6월 24일(금)
- 모든�수녀님께서�위�기간동안�휴가입니다.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 피정
- 일시: 6월 24일(금) - 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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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아 성가단원 모집
- 주일�오전 10시 30분�교중미사�글로리아�성가단원�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주일�오전 9시  - 오전 10시
- 문의: 황요한 0438 201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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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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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주차장 사용 및 성당 출입문 사용 안내
- 성당�옆�대건관�주차장은�성당�방문시만�사용하시고�장기�주차는
   피해주십시요. 장기로�주차가�필요하신경우�성당사무실에�주차
   이유와�주차기간을�꼭�알려주십시요. 파라마타�시티�카운슬에서
   수시로�확인하고�있으며�성당으로�벌금을�부과할수�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우분들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당�게이트는�오전 9시부터�오후 9시 30분�까지�열려�있습니다.
   혹시라도�닫혀있으면�열고�들어오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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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쇄신 봉사회 미사
- 날짜: 6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임산부 축복식
- 날짜: 6월 26일(주일) 교중미사�중

레지오마리애 4간부 직책교육
- 일시: 2022년 6월25일(토) 9시30분�성당
- 대상: 꼬미시움, 꾸리아, 쁘레시움 4간부
- 준비물: 교본, 활동수첩, 묵주, 개인컵 

은빛대학 친교모임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 일시: 6월 30일(목)까지�오전�미사�부터 11시 20분�까지
- 대상: 은빛대학�학생, 은빛대학�교사
- 6월 23일: 희망�트리�만들기 (감사, 소원, 기도)
- 6월 30일: 영화�상영
- 코비드로�인해�안전상�중식은�제공되지�않습니다.

초등부 캠프
- 기간: 7월 2일(토) - 7월 4일(월)
- 장수: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문의: 김도윤�베드로�선생님 0452 199 912
 
사목협의회
- 일시: 6월 19일(주일) 교중미사�후�가브리엘�방

구역반원 신앙 돌봄 방법 찾기 대화
- 장소: 6월 26일(주일) 
- 시간: 교중�미사�후 - 오후 3시
- 대상: 7, 8, 9 구역장 & 반장�및�해당�교우님들�누구나
- 주제: (가) 복음말씀�나눔과�병자�돌봄에�대해
             (나) 구역�봉사자 (구역장, 반장)의�선발, 임기, 역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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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