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7. 24(다해) / 제415호연중�제17주일/조부모와�노인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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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17주일(조부모와�노인의�날)

제1독서:  창세기 18,20-32
화답송:          주님, 제가�부르짖던�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2독서:  콜로새서 2,12-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는�성령을�받아�하느님의�자녀가�되었네. 이�성령의�힘으로�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외치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1,1-13
영성체송: 
내�영혼아, 주님을�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은혜�하나도�잊지�마라.

전례성가: 입당: 18     /  봉헌: 215, 216      /  성체: 158, 499, 502    /   파견: 401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25일(월)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코린토 2서        
4,7-15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마태오        
20,20-28

28일(목)
예레미야서              

18,1-6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

마태오         
13,47-53

26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예레미야서     
14,17ㄴ-22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마태오        
13,36-43

29일(금)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요한 1서                    
4,7-16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요한        
11,19-27

27일(수) 
예레미야서     

15,10.16-21

하느님은 곤경의 
날에 저의 피신처가 
되셨나이다.

마태오       
13,44-46

30일(토) 
예레미야서            

26,11-16.24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마태오       
14,1-12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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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17주일/조부모와�노인의�날공지사항

위 금액은 7월 1일 부터 7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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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11구역

7월 31일
12구역

8월 7일
1구역

교무금
$11,265.50

봉헌금
$1,470.00

감사헌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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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007명

전례위원회 일일 침묵피정
- 날짜: 7월 30일(토) 오전 9시 - 오후 3시
- 장소: 본당 

주일학교 개학 안내
- 중고등부: 7월 30일부터 
- 초등부: 8월 6일부터 

홍 야고보 신부님 영명축일 
- 날짜: 7월 25일(월) 
- 교우분들의�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3차 성당 조경 주변정리 (7월 31일 교중미사 후) 
- 두차레에�걸처�성당�주면�조경�가지치기에�도움을�주신�많은�봉사자분들께
   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7월 31일(주일) 있을 3차�조경�정리에도
   교우분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소식
- 7월 23일(토) The Hon. Mark Joseph Coure ,The Minister for 
   Multiculturalism & Seniors 가�다문화주의�호주�사회에서
  한국어를�배우는�학생들을�격려하는�의미로 Certificate of 
  Appreciation  (Korean Language) 시상했다.

성당 버스운행
- 리드컴역: 오전 9시 20분�과�오전 10시 2차례 
- 커먼웰스�은행�맞은편�리드컴�역�엘레베이터�앞

8월 7일(주일) 오전 8시 30분 예비자 교리를 시작 합니다.
- 기간: 8월 7일(주일) - 12월 18일(주일)
- 세례일: 12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
- 신청: 8월 7일(주일) 까지

유아세례 안내
- 신청마감: 8월 7 (주일)
- 세례일시: 9월 17일(토) 오후 2시
- 부모면담: 8월 18일, 25일(목) & 19일, 26일(금) 오후 8시
                     8월 21일(주일) 오후 6시
- 부모교육: 8월 24일, 31일, 9월 7일 (수) 저녁미사�후�오후 8시
*** 유아세례는 Y2 까지만�신청�받습니다. 
       Y3 이상은�첫영성체를�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마감�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견진준비 및 전신자 대피정
- 주제: 미사�전례가�주는�기쁨과�선물
- 대상: 견진자�및�전신자- 일정�및�주제

- 강사: 박문정�모니카�수녀님 (서울�가톨릭�대학�교회음악�대학원�교수)
*** 견진증서� 영문이름� 확인. 견진성사를� 신청한� 분은� 견진증서에 
필요한�영문이름을�계시판에서�확인�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영주�로사리아  0424 799 127 ***

2022년 하반기 혼인강좌 안내
- 대상: 2022년 - 2023년 2월에�결혼을�하셨거나�준비중인�예비부부
- 신청마감: 8월 7일(주일)
- 날짜: 8월 14일(주일)
- 시간: 교중미사�후 
- 접수: 성당�사무실에�비치된�신청서로�신청비 50불과�함께신청바랍니다.

구역장 회의
- 날짜: 7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가브리엘�방

성령 봉사회 미사
- 날짜: 7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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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간 주제

8월 14일(주일) 1 PM - 3 PM 미사의 영적 의미
8월 17일(수) 8 PM - 9:30 PM 성가 배우기, 생활성가
8월 19일(금) 8 PM - 9:30 PM 성가 반주 배우기
8월 21일(주일) 1 PM - 3 PM 주님과 함께 찬양성가 부르기

8월 7일(주일) 오전 8시 30분 새 예비자 교리를 시작 합니다.
신청 마감: 8월 7일 주일 까지   /   세례일: 12월 24일 토요일환 영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