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9(가해) / 제441호연중�제4주일 / 해외�원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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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

사목�협의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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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목지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둘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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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알면�편리한
성당�관련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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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4주일(해외�원조�주일)

제1독서:  스바니야�예언서 2,3; 3,12-13
화답송:         행복하여라, 마음이�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그들의�것이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26-3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기뻐하고�즐거워하여라. 너희가�하늘에서�받을�상이�크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5,1-12ㄴ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얼굴�이�종에게�비추시고, 
당신�자애로�저를�구하소서. 제가 
당신을�불렀으니, 부끄럽지�않게 
하소서.

전례성가: 입당: 437     /  봉헌: 332, 340      /  성체: 166, 170, 164    /   파견: 37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30일(월) 
히브리서            

11,32-40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마르코          
5,1-20

2일(목)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말라키 예언서                   
3,1-4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루카          
2,22-40

31일(화)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히브리서                 
12,1-4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마르코        
5,21-43

3일(금) 
히브리서                   
13,1-8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마르코        
6,14-29

1일(수) 
히브리서                  

12,4-7.11-
15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리라.

마르코       
6,1-6

4일(토)
한글학교 입학미사 

잠언
1,2-7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마태오
5,1-2.
13-16

연중 제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3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4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4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4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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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1월 16일 부터 1월 22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구역 봉사
1월29일

4구역
2월5일
5구역

2월 12일
7구역

교무금
$19,291

봉헌금
$2,214

감사헌금
$100

기타(광고)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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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257명

주님�성탄�대축일�낮미사 연중�제4주일 / 해외�원조�주일공지사항
성지가지 수거
- 기간: 2월 5일(주일) - 2월 19일(주일) 까지 
- 수거함은�성전�입구�양쪽에�준비되어�있습니다.

주일학교 개강
- 개강날짜: 2월 4일(토)
- 시간: 오후 4시�미사�후
- 학생미사�후�오리엔테이션

2023년 그룹 성경공부 개강
- 과목: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 공부기간: 3월 - 11월
- 등록금: $10 (교재비 $30 별도)
- 교재판매�및�신청기간: 1월 29일(주일) - 2월 26일(주일) 까지
                                            8시 30분, 10시 30분�미사�후
- 문의: 말씀학교�대표봉사자 0433 050 333 / 0424 05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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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판매 ($8)
- 날짜: 2월 5일(주일) 
- 메뉴: 잔치국수

수녀님 휴가
- 이미영�베르타�원장수녀님, 최혜숙�레아�수녀님
- 기간: 1월 26일(목) - 1월 30일(월)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예약문의 0404 86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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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또는 성체를 모시러 나오실�때에는 코비드 전과�같이 
  두줄로�나오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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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5일(주일)부터�성물방에서�수령해�가십시요.
- 1997년�요한바오로 2세�교황님께서는�자신을�주님께�봉헌한
   (’봉헌�생활의�날’)을�제정하셨습니다. 전세계�수도자들과�수도성소를
   위해�기도합시다.

사목평의회 및 신년 하례식
- 날짜: 2월 5일(주일) 
- 시간: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전
- 대상: 전체�봉사자

2023 한글학교 입학 미사
- 날짜: 2월 4일(토) 
-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입학미사�후�기초학력�테스트�및�오리엔테이션
- 장소: 성당�전�교실�사용
- 문의: 교감�김정민�안젤라 (0403 199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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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성모회 월례회의
- 날짜: 2월 4일(토) 

아미쿠스 청년회 오리엔테이션
- 아미쿠스�청년�단체들�소개. 모든�청년들�초대합니다
- 날짜: 2월 4일 (토) 
- 시간: 오후 7시 30분�미사�후 
- 장소: 성전
- 문의: 회장�양희조�대건안드레아 (0425811670)

2023 은빛대학 개강
- 개강날짜: 2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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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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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