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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15주일

제1독서: 아모스�예언서 7,12-15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자비와 
구원을�베풀어�주소서.
제2독서: 에페소서 1,3-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 저희�마음의�눈을�밝혀�주시어 
       부르심을�받은�저희의�희망을�알게�하여�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6,7-13
영성체송: 주님�제단�곁에�참새도�집을�짓고, 
제비도�둥지를�틀어�거기에�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주님, 저의�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집에�사는�이들! 
그들은�영원토록�당신을�찬양하리이다.

전례성가: 입당 : 26     /  봉헌: 332      /  성체: 180, 161, 163    /   파견: 77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12일(월)
탈출기           

1,8-14.22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마태오        
10,34-

11,1

15일(목)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탈출기           
3,13-20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마태오         
11,28-

30

13일(화)
탈출기           

2,1-15ㄴ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마태오         
11,20-24

16일(금) 
탈출기           

11,10─12,
14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마태오         
12,1-8

14일(수)
탈출기           

3,1-6.9-12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마태오         
11,25-27

17일(토) 
탈출기           

12,37-42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마태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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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15주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주일생활말씀
CO

VID-19CO
VID-19 코로나-19 록다운으로 7월 16일(금) 까지�성당이�문을�닫습니다.

평일미사: 월 - 토�오전 9시 30분�유튜브�생방송
주일미사: 주일�오전 8시 30분 (생방송),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녹화방송)

코로나-19 록다운으로 7월 16일(금) 까지�성당이�문을�닫습니다.
평일미사: 월 - 토�오전 9시 30분�유튜브�생방송
주일미사: 주일�오전 8시 30분 (생방송),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녹화방송)

Lockdown (6월 26일 - 7월 16일)

1. 미사
- 주일�미사는 8:30 AM (생방송)/ 10:30 AM(생방송 + 녹화)  
  두�대의�미사를�봉헌합니다.
- 평일미사는�월-토 9:30 AM 미사를�봉헌합니다.

2. 미사�예물
-  기존에�미사�예물을�봉헌하신�분들은�해당�요일 9:30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  주일�미사는 8:30 미사에�봉헌하도록�하겠습니다.
-  토요일에�봉헌�하는�주일�미사(4시, 7:30 미사)에�예물을
    봉헌하신�분들은�주일�미사(8:30)미사에�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미사�예물을�봉헌하실�분들은�오후 5시까지�사무실
   휴대폰으로 (0404 089 227) 전화�또는�메쎄지(권장) 로
   신청�가능합니다. 

3. 단체
- 모든�미사�및�단체�모임을�금지�합니다.

4. 기타
-  Lockdown 기간에도�위독하신�분들의�노자성체�및 
   병자성사는�가능합니다.

견진성사 이메일 신청 (견진성사: 9월 12일 주일)
- 코비드�락다운�관계로�견진성사�신청을�이메일로만�받습니다. 
   info@sydneykcc.org 로�성함과�세례명�연락처만�간단히�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주례사제: 시드니�대교구장�안토니�피셔�대주교님
- 교리기간: 8월 8일 - 8월 29일�매주�주일(4회) 오후1:30 - 3:30
- 자격: 7학년�이상�세례받으신�교우 
- 신청마감: 7월 18일(주일) 
   7월 18일�신청�마감�후�신청�인원이�교구청에�보내지므로 18일 
   이후에는�신청을�받지�않습니다.
성물방 오픈 (록다운 재연장시 취소)
- 일시: 7월 18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 2020년�매일미사책�및�월간지 (생활성서, 참소중한�당신, 마리아지)
  환불�가능합니다.
유아세례 신청 (세례일: 9월 18일)
- 신청마감:  8월 8일(주일)
- 신청: info@sydneykcc.org (유아이름, 부모�성함, 부모�연락처)
구역장/반장 회의 (록다운 재연장시 취소)
- 일시: 7월 25일(주일) 교중미사�후�성전
2021년 9월 아미쿠스 피정 봉사자 모집
- 찬미부: 반주, 악기, 노래�봉사자  
- 시설/ 프로그램�준비�봉사자
- 관심�있으신�청년은�연락�주세요!
- 이수안�다니엘 (Daniel Yi) 0414 224 812
  김예린�크리스티나 (Yea Kim) 0433 934 686 

위 금액은 6월 28일 부터 7월 4일까지 온리인 봉헌 금액 입니다.

교무금
$1,100

봉헌금
$90.00

감사헌금
$-

기타
$1,000.00

온라인 송금 구좌번호 및 표기사항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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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연장된 록다운 기간에 매일 주시는 주님의 복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성당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기도합니다

레지오 마리애 100주년 성모님 순방 재연장
- 레지오�마리애 100주년�성모님은 lockdown으로�인해 7월 17일(토)까지
  저희�본당에�계시기로�했습니다.  많은�레지오�단원들과�신자분들의�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목협의회 (록다운 재연장시 취소)
- 일시: 7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가브리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