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5(가해) / 제446호사순�제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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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로젤리오 원장수녀, 최 마냐 수녀, 박 데오그라시아 수녀)  연령회 0420 300 820 (전현주 소피아)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녀:

사목�협의회�회장:

백�현�바오로
김주선�안셀모, 김윤재�안드레아
박�로젤리오  
최�마냐
박�데오그라시아
                     남순현�아녜스

2023

사목지표

“기본에 충실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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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알면�편리한�성당�관련
QR코드

(1초만에 열기)

성체 조배실 오픈시간
수요일�부터�주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9시�까지 
   (월, 화요일�제외)

사순�제2주일

제1독서:  창세기 12,1-4ㄱ
화답송:         주님, 저희가�당신께�바라는 
그대로�자애를�베푸소서.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1,8ㄴ-10

복음�환호송:
       길이요�진리요�생명이신�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구름�속에서�아버지의�목소리가�들려왔네. 이는�내가�사랑하는 
       아들이니�너희는�그의�말을�들어라.
       길이요�진리요�생명이신�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오  4,1-11
영성체송: 마태 4,4
사람은�빵만으로�살지�않고, 
하느님의�입에서�나오는�모든 
말씀으로�산다.

전례성가: 입당: 116     /  봉헌: 210, 211      /  성체: 152, 226, 167    /   파견: 280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6일(월) 
다니엘 
예언서            

9,4ㄴ-10

주님, 저희 죄대로 
저희를 다루지 
마소서.

루카         
6,36-38

9일(목)
예레미야서                   

17,5-10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루카          
16,19-

31

7일(화) 
이사야서                 
1,10.16-

20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태오        
23,1-12

10일(금) 

창세기                  
37,3-4.12-
13ㄷ.17ㄹ-

28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마태오        
21,33-
43.45-

46

8일(수)
예레미야

서                
18,18-20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마태오       
20,17-

28
11일(토) 

미카 예언서                   
7,14-15.18-

20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루카        
15,1-

3.11ㄴ-
32

사순 제1주일 화답송 (가)

 

사순 제1주일 화답송 (나)

 

사순 제1주일 화답송 (다)

 

사순 제2주일 화답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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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2월 20일 부터 2월 26일까지 봉헌 금액 입니다.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구역 봉사
3월 5일
10구역

3월 12일
11구역

3월 19일
12구역

교무금
$16,775

봉헌금
$2,660

감사헌금
$200

기타(장례, 광고)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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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주일 미사 참례수 1,414명

주님�성탄�대축일�낮미사 사순�제2주일공지사항

초등부 주일학교 겨울캠프 도우미 모집
- 3월 25일 (토) 교사�첫�미팅.
- 문의:캠프장: 이윤하�로사 0451-986-824
             교감: 장윤경�엘리사벳 0420-740-418
열린마음제 도우미 모집
- 가와타주리�줄리아 (열린마음제�장): 0402 309 985
   최보나�보나 (교감): 0452 209 169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 일시: 3월 5일(주일) 오후 12시 30분�성전
- 레지오�마리애�아치에스�행사에�협조단원들도�초대합니다.
부활맞이 대청소
- 날짜: 3월 19일(주일)
- 각�구역은�해당�구역에�필요한�청소도구를�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성체
- 날짜: 3월 8일(수)
단체모임
- 3월 5일(주일): 연령회
- 3월 11일(토): 아미쿠스
- 3월 12일(주일): 울뜨레아, 요셉회
튀르키예 (터키) 지진피해 기부
- 성전�앞에�준비되어있는�봉투를�미사봉헌�중에 
   기부하시면�됩니다.
- 기부금은�호주�까리따스로�보내집니다.
- 현재�모금�금액: $4,950
자동차 축복 예식
- 자동차(자전거, 오토바이) 축복을�원하시는�분들은�매월�마지막�주�토요일
   오전�미사�후,  성당�교육관�주차장에서�정기적으로�있을�예정입니다.

중식판매 (소고기 배추 된장국)
- 날짜: 3월 5일(주일)
- 판매처: 3, 4, 10구역 

이스트우드

목  허리 한의원

예약문의 0404 86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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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판공 일정

- 장소: 성전 (사순시기�모든�미사 30분�전에�고해성사�할수�있습니다.)
- 판공표는�사무실�앞�판공표�함에�넣어주시면�됩니다.
- 토요일�학생�미사�전에는�학생들이�판공을�할�수�있도록�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 날짜: 매주�금요일�오전/오후�미사�후
예비자 교리신청
- 신청: 5월 7일(주일) 까지�사무실
- 예비자�환영식: 5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교중미사�중
- 교리기간: 10개월
- 문의: 교리봉사회 0420 312 765 
             성당�사무실: 8756 3333 / info@sydneykcc.org
- 입교�신청서는�성당�홈페이지�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첫 영성체 교리
- 첫�교리: 3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첫영성체�날짜: 6월 10일(토) 오후 4시
유아세례일정
- 부모교육: 3월 8일, 15일(수) 저녁미사후�가브리엘방
- 세례식: 3월 18일(토) 오후 2시
사순특강
- 날짜: 3월 15일(수) - 16일(목)
- 시간: 오후 7시 30분�미사�후
- 강사: 김두현�요한�신부
- 주제: “쉼표, 영원으로�열리는�순간” 
              (삶을�변화할수�있는�짧지만�효과�많은�기도)

예비자�여러분을�환영�합니다
입교식: 5월 7일�주일�교중미사�중

문의: info@sydneykcc.org

김두현 요한 신부의 사순특강

“쉼표, 영원으로 열리는 순간”
- 삶을 변화할수 있는 짧지만 효과 많은 기도 -
날짜: 3월 15일(수) - 16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성전

구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날짜
3월 11일(토) 오후 4시 - 12일(주일) 오전 9시 30분
3월 18일(토) 오후 4시 - 19일(주일) 오전 9시 30분
3월 25일(토) 오후 4시 - 26일(주일) 오전 9시 30분

4월 1일(토) 오후 4시 - 2일(주일) 오전 9시 30분

☆
☆
☆

두피, 탈모 고민 / 문제성 피부
100% 천연 한국화장품
동안 피부 10년전으로 돌려드림

문의: 최 젬마 0410 646 514

1회무
료

체
험

권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 신앙생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

1. 하루에�한번�주님을�기억하며�사랑을�베푸는�신앙인�되기.
(한�주간�살면서�나눴던�사랑을�성당에�스티커로�붙여�부활�때�봉헌합니다.)
2. 금육과�단식의�정신을�기억하며�자선�나눔�실천하기.
(모아진�자선기금은�튀르기예�지진�피해자들에게�전해집니다.)
3. 성요셉성월, 하느님께�순종하셨던�요셉성인을�나의�삶에�품는 3월이�되기. 
 (1) 성가정을�돌보셨던�요셉성인처럼�각자�가정에�충실하기.
 (2) 임종하는�이의�수호자이신�요셉성인께�기도를�청하며,
    돌아가신�분들을�기억해드리고, 아픈�이들을�위로하기.
 (3) 세상�삶에�끌려�다니지�않고, 하느님�말씀에�순종하는�신앙인�되기.
 (4) 성요셉성월�기도문�바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