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7(가해) / 제432호대림�제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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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1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8756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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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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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제1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2,1-5
화답송:         기뻐하며�주님의�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로마서 13,11-14ㄱ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당신�자애를�보여�주시고�당신�구원을�베풀어�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4,37-44
영성체송: 시편 85(84),13
주님이�복을�베푸시어, 우리�땅이 
열매를�내리라.

전례성가: 입당: 95     /  봉헌: 212, 342      /  성체: 179, 152    /   파견: 91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대림 제1주일 화답송 (가)

 

대림 제1주일 화답송 (나)

 

대림 제1주일 화답송 (다)

 

대림 제2주일 화답송 (가)

 

대림 제2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ー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28일(월)
이사야서           

4,2-6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마태오          
8,5-11

1일(목) 
 이사야서                 
26,1-6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마태오          
7,21.24-27

29일(화) 
이사야서                 
11,1-10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루카        
10,21-24

2일(금) 
이사야서                  

29,17-24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마태오          
9,27-31

30일(수)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로마서                 
10,9-18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마태오       
4,18-22

3일(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이사야서                   
7,10-14; 8,10ㄷ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루카          
1,26-38



대림�제1주일공지사항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예약문의 0404 866 137

성모회 총회
- 일시: 12월 3일(토) 오전 9시30분�미사�후
- 장소: 가브엘방

2022학년도 한글학교 9학년 졸업미사 안내
- 일시: 12월 10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실버워터�성당

주일학교 방학
- 12월 10일(토) Term 4 마지막�수업으로�주일학교�방학 

2023 매일미사책 접수
- 시간: 매�주일�오전 8시  - 오후 12시�도서실
- 가격(1년): 일반판 ($70), 특대판 ($90)

최정미 마냐 수녀님 영명 축일
- 축하식: 11월 27일(주일) 10시 30분�교중�미사�중
- 12월 3일(토) 영명축일을�맞이하시는�최정미�마냐�수녀님을�위하여
   많은�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재 안드레아 신부님 영명축일
- 11월 28일(월) 영명축일을�맞이하시는�김윤재�안드레아�신부님을�위하여
    많은�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베르타 원장 수녀님 수도회 피정
- 기간: 11월 29일(화) - 12월 10일(토)

성당 교육관 주차장 주차 안내
- 기념관과�교육관�사이�주차장에�주차하실때에는�신자들의�안전을
   위해�꼭�후방주차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성탄맞이 대림판공 일정
- 장소: 성전(대림시기의�모든�미사 30분전부터�고해성사를�할수
  있습니다.)

- 고해소�앞에�준비된�성사표를�작성하신�후�성사를�보시고�고해소함
   또는�사무실에�제출하여�주십시요.
- 성사표를�작성하실때는 한글�이름과�세례명을 꼭�기입하여
  주십시요. 

유아세례 
- 부모교육: 11월 30일, 7일(수) 저녁미사�후�미카엘방
- 세례일: 12월 17일(토) 오후 2시

구역반원 신앙 돌봄 방법 찾기 대화
- 언제: 11월 27일(주일) 교중�미사�후 - 오후 3시
- 대상: 1구역 - 6구역�구역장 & 반장�및 1구역 - 6구역�교우는�누구나
- 주제: (가) 복음말씀�나눔과�병자�돌봄에�대해
             (나) 구역�봉사자 (구역장, 반장)의�선발, 임기, 역활에�대해
- 장소: 가브리엘�방

2023 한글학교 입학신청 (유치부 포함)
- 등록기간: 11월 26일(토) 오후 5시 - 12월 2일 (금) 오후 5시�까지 
                     (한인�성당�주보, 웹사이트�공지)
- 등록문의: info@kcls1989.com
                     김정민�안젤라 (0403 199 825)
     최인선�루시아 (0451 833 836)

해외 선교 후원
- 날짜: 11월 27일(주일)
- 사간: 오전 8시 30분, 10시 30분�미사�전�후
- 장소: 사무실�앞
- 해외�선교�후원회�봉사가 11월 27일�주일부터�매월 4째주�주일에
   있습니다. 해외선교�후원에�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간
- 날짜: 12월 1일(목) 오후 7시 30분�미사�후

,    
0415 109 329

www.millionroses.com.au
- M  I L  L  I O  N  R O  S  E S  -

파라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및 장례식
화장, 매장, 영구 보존관리
가톨릭 추모공원묘지
개인 및 가족묘지, 공동구매 가능

연락처: 이태정 바오로 0409 888 648

5년 무이자 할부 구매

제일 물리치료 병원
스트라스필드

재활치료 & 한방치료 전문

스트라스필드�플라자 �층 ���호 (포커스�메디컬�센터)
Tel. ���� ����

위 금액은 11월 14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구역 봉사
11월 27일

7구역
12월 4일

8구역
12월 11일

9구역

교무금
$11,736

봉헌금
$2,785

감사헌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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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086명

통증 /  소화 / 내과 / 여성질환
성장 / 피부평 / 중풍 / 난치병

구역

1 - 3 대림 1주 11월 26일(토) 3:30pm / 27일(주일) 9:30 am

4 - 6 대림 2주 12월 03일(토) 3:30pm / 04일(주일) 9:30 am

7 - 9 대림 3주 12월 10일(토) 3:30pm / 11일(주일) 9:30 am

10 - 12 대림 4주 12월 17일(토) 3:30pm / 18일(주일) 9:30 am

판공 날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즐겁게 준비 합니다.아기 예수님 탄생을 즐겁게 준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