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2(가해) / 제440호설 / 하느님의�말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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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오전 8시 -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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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관 8756 3330 (백현 바오로 신부),     8756 3332 (김주선 안셀모 신부),     8756 3331 (김윤재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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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바오로
김주선�안셀모, 김윤재�안드레아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최혜숙�레아
최정미�마냐
                     남순현�아녜스

2023

사목지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둘째해”

매일�저녁 9시�주모경
(주님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과�신부님들의�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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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알면�편리한
성당�관련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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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느님의�말씀�주일)

제1독서:  민수기 6,22-27
화답송:         주�하느님의�어지심을�저희 
위에�내리소서.
제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날이�당신을�찬미하고�영영�세세�당신�이름을�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그리스도는�어제도�오늘도�또 
영원히�같은�분이시다.

전례성가: 입당: 416     /  봉헌: 511, 210     /  성체: 175, 161, 158    /   파견: 436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23일(월) 
히브리서            

9,15.24-28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마르코          
3,22-30

26일(목) 
오스트렐리아 

기원미사

1독서 이사야서                   
32, 15-18

2독서 코린토 1서
12, 4-11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 하신다.

 마태오          
5,1-12

24일(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히브리서                 
10,1-10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마르코        
3,31-35

27일(금) 
히브리서                   

10,32-39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마르코        
4,26-34

25일(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도행전                  
22,3-16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18

28일(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히브리서                   
11,1-2.8-19

찬미받으소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마르코        
4,35-41



위 금액은 1월 9일 부터 1월 15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구역 봉사
1월22일

3구역
1월29일

4구역
2월 5일
5구역

교무금
$13,614

봉헌금
$2,214

감사헌금
$800

기타(성모회,광고)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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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944명

주님�성탄�대축일�낮미사 설 / 하느님의�말씀�주일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혼인강좌 안내
- 대상: 2023년�결혼을�준비중인�예비부부�또는�혼인을�하셨으나
             혼인강좌를�못받으신�부부
- 신청마감: 2월 5일(주일)
- 일시: 2월 12일(주일) 
- 접수: 성당�사무실에�비치된�신청서로�신청비 50불과�함께신청바랍니다.
성모회 월례회의
- 날짜: 2월 4일(토) 오전 9시 30분�미사�후�기도의�집
중식판매 ($8)
- 날짜: 1월 22일(주일) 성모회 (회덮밥)
수녀님 휴가
- 이미영�베르타�원장수녀님, 최혜숙�레아�수녀님
- 기간: 1월 26일(목) - 1월 30일(월)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예약문의 0404 86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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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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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12대 주임신부

성명             백현

본명             바오로 (Paul)

부임일         2023년 1월 20일

백현�신부님은�대전가톨릭평화방송�사장직을�끝으로�본당�제12
대�주임�신부로�부임하였다.

이력:
1999 - 2000 가수원�성당�보좌신부
2000 - 2001 대사동�성당�보좌신부
2001 - 2003 청소년�사무국�차장
2003 - 2004 탄방동�성당�보좌신부
2004 - 2008 천안쌍용 3동�성당�주임신부
2008 - 2013 성소국장
2013 - 2017 둔산동�성당�주임신부
2017 - 2018 안식년�휴가
2018 - 2021 대전�평화방송�사장
2021 - 2022 안식년�휴가

12대�주임신부님�환영합니다!

   설 미사시간

    - 날짜: 1월 22일(주일)
    - 미사시간: 오전 8시 30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 미사 15분전�짧은연도로�시작�합니다.     
    *** 분향은�오전 8시 30분, 10시 30분�미사에만�있습니다.
    *** 오전 6시 30분, 오후 5시�미사에는�연도가�없습니다.
    *** 8시 30분, 10시 30분�미사�후�떡�나눔�있습니다. 
    *** 생, 연미사�지향은�합께�봉헌하며�호명하지�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현 바오로 주임신부님 환영식
- 환영식: 1월 22일(주일)
- 시간: 오전 8시 30분, 10시 30분�미사�중
2023 은빛대학 개강
- 개강날짜: 2월 9일 (목)
초축복 (주님 봉헌 대축일)
- 일시: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미사 중

- 신청기간: 1월 8일(주일) - 1월 29일(주일) 매주일�오전 8시 - 오후 12시
- 신청하신�축복받은�초는 9시 30분�미사�후�성물방에서�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1997년�요한바오로 2세�교황님께서는�자신을�주님께�봉헌한
   (’봉헌�생활의�날’)을�제정하셨습니다. 전세계�수도자들과�수도성소를
   위해�기도합시다.
성령쇄신 봉사회 미사
- 날짜: 1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한글학교 교사연수
- 날짜: 1월 28일(토) 오전 9시 10분 - 오후 5시
- 장소: 가브리엘�방 
- 대상: 한글학교�전�교사
사목평의회 및 신년 하례식
- 날짜: 2월 5일(주일) 오후 12시 30분�순교자�기념관
- 대상: 전체�봉사자
2023 한글학교 입학 미사
- 날짜: 2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입학미사�후�기초학력�테스트�및�오리엔테이션
- 장소: 성당�전�교실�사용
- 문의: 교감�김정민�안젤라 (0403 199 825)
해외선교 후원회 접수
- 날짜: 1월 22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유아세례일정
- 신청: 1월22일(주일) - 2월12일(주일)
- 부모면담: 2월25일(토) / 3월4일 (토)
                    10:30~11:40 / 13:30~15:50
- 부모교육: 3월1일, 8일, 15일(수) 저녁미사후�가브리엘방
- 세례식: 3월 18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