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5(가해) / 제442호연중�제5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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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일

전례성가: 입당: 57     /  봉헌: 510, 511      /  성체: 154, 499, 502    /   파견: 421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6일(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창세기            
1,1-19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마르코          
6,53-56

9일(목)
창세기                   

2,18-25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마르코          
7,24-30

7일(화)
창세기                 

1,20―2,4
ㄱ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마르코        
7,1-13

10일(금)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창세기                   
3,1-8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은 이!

마르코        
7,31-37

8일(수) 
창세기                  

2,4ㄴ-9.15-
17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마르코       
7,14-23

11일(토) 연중 
제5주간 토요일 

(세계 병자의 날) 
창세기                   
3,9-24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마르코        
8,1-10

제1독서:  이사야서 58,7-10
화답송:         올곧은�이들에게는�어둠 
속에서�빛이�솟으리라.
제2독서:  코린토 1서 2,1-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말씀하신다. 나는�세상의�빛이다. 나를�따르는�이는�생명의�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5,13-16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감사하여라, 그�자애를, 
사람들에게�베푸신�그�기적을. 
그분은�목마른�이에게�물을�주시고, 
굶주린�이를�좋은�것으로 
배불리셨네.

연중 제5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6주일 화답송 (가)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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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1월 23일 부터 1월 29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구역 봉사
2월5일
5구역

2월12일
7구역

2월 19일
8구역

교무금
$15,980

봉헌금
$2,360

감사헌금
$330

기타(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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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229명

주님�성탄�대축일�낮미사 연중�제5주일공지사항
안나회 월례모임
- 날짜: 2월 12일(주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교중미사�후 
- 장소: 유아방

울뜨레아 월례모임
- 날짜: 2월 12일(주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교중미사�후 
- 장소: 가브리엘�방
- 준비물: 성경, 길잡이, 묵주, 타이슬링

요셉회, 요한회 합동모임
- 날짜: 2월 12일�오후 8시 30분�미사�후 
- 장소: 구수녀원
- 대상: 요셉회, 요한회�임원�및�모든�회원

축복 초 수령
- 2월 5일(주일)부터�성물방에서�수령해�가십시요.

은빛대학 떡판매
- 일시: 2월 12일(주일) 오전 6시 30분�미사�후

중식판매 ($8)
- 날짜: 2월 5일(주일) 
- 메뉴: 잔치국수
- 판매처: 2, 6, 9구역

이미영 베르타, 최혜숙 레아 수녀님 송별식
- 날짜: 2월 12일(주일) 오전 8시 30분, 10시 30분�교중미사�중
- 출국: 2월 16일(목)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예약문의 0404 86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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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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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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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세자 첫 고해 (2022년 12월 24일 세례자)
- 일시: 2월 12일(주일) 10시 30분�교중�미사�후

병자 영성체
- 날짜: 2월 8일(수)

성지가지 수거
- 기간: 2월 5일(주일) - 2월 19일(주일) 까지 
- 수거함은�성전�입구�양쪽에�준비되어�있습니다.

2023 은빛대학 개강
- 개강날짜: 2월 9일(목)

성령쇄신 봉사 기도회
- 날짜: 2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미사�후
- 장소: 가브리엘�방

복사 졸업 및 입단미사
- 날짜: 2월 11일(토) 오후 4시�미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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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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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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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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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