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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목지표. 한국 순교자의 삶을 증거합시다.

9월�한�달의�한�분의�순교자의�삶을�배워�봅시다. 
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 / 가경자�최양업�토마스�신부 / 성�남경문�베드로 / 성�박후재�요한 / 성녀�우술임�수산나 / 
성�이광렬�요한 / 성�이호영�베드로 / 성�정하상�바오로 / 성녀�한영이�막달레나 / 복녀�강경복�수산나 / 복자�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 복자� 김종교� 프란치스코 / 복자� 박사의� 안드레아 / 복녀� 심조이� 바르바라 /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 복자�이도기�바오로 / 복자�이태권�베드로 / 복자�정태봉�바오로 / 복자�최창현�요한 / 복자�홍인�레오

인터넷에서�한�분의�순교자를�검색하여�노트에�기록하고�그것을�가족들과�함께�나눠�보세요. 

연중�제22주일

제1독서: 신명기 4,1-2.6-8
화답송:          주님, 당신의�천막에�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야고보서 1,17-18.21ㄴ-22.2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아버지는�뜻을�정하시고�진리의�말씀으로�우리를�낳으시어 
       우리가�피조물�가운데�첫�열매가�되게�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7,1-8.14-15.21-23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경외하는�이들�위해 
간직하신�그�선하심, 얼마나�크시옵니까!

전례성가: 입당 : 25     /  봉헌: 512, 510      /  성체: 175, 176, 178    /   파견: 12
화�답�송: 

평일미사 (독서�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30일(월) 
테살로니카 1서           

4,13-18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루카        
4,16-30

2일(목)
콜로새서           
1,9-14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루카          
5,1-11

31일(화)
테살로니카 1서           

5,1-6.9-11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루카        
4,31-37

3일(금)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콜로새서           
1,15-20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루카          
5,33-39

1일(수) 
수요일(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콜로새서           
1,1-8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애에 
의지하나이다.

루카        
4,38-44

4일(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이사야서           
7,10-14; 8,10ㄷ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루카          
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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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22주일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마르 7, 8)

주일생활말씀
CO

VID-19CO
VID-19 코로나-19 록다운으로 9월�말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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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까지�성당이�문을�닫습니다.
평일미사: 월 - 토�오전 9시 30분�유튜브�생방송
주일미사: 주일�오전 8시 30분 (생방송),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녹화방송)

Lockdown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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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권장) 로
   신청�가능합니다. 
3. 단체
- 모든�미사�및�단체�모임을�금지�합니다.
4. 기타
-  Lockdown 기간에도�위독하신�분들의�노자성체�및 
   병자성사는�가능합니다.

2021 견진성사 연기
- NSW 락다운으로 9월 12일�예정이였던�견진성사는 2022년�으로
   연기�되었으며�집전은�예정대로�안토니오�피셔�대주교님께서�집전 
   하시겠습니다.

세례성사 연기
- NSW 락다운�재연장으로 8월 21일�예정이었던�기쁨반�세례식을
  연기합니다. NSW 정부와�시드니�대교구�지침에�따라�세례�일정을�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연기
- NSW 락다운�재연장으로 9월 18일�예정이었던�유아세례는�연기합니다. 
   NSW 정부와�시드니�대교구�지침에�따라�세례�일정을�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애 100주년 성모님 순방 재연장
- 레지오�마리애 100주년�성모님은 lockdown 저희�본당에�계시기로
  했습니다.  많은�레지오�단원들과�신자분들의�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미사 중 인터넷 사정에 따라 화면이나 음향이 고르지 
않을수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 금액은 8월 16일 부터 8월 22일까지 온리인 봉헌 금액 입니다.

교무금
$5,465.00

봉헌금
$525.00

감사헌금
$270.0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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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체널 1: 시드니 한인성당 (평.주일미사)

                   youtube.com/sydneykccm

성당 체널 2: 가톨릭 책방 (매일강론) 

                   youtube.com/가톨릭책방           

 

많은 구독과 시청을 바랍니다.
주보 광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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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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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 미사�예물�송금은�신청하신�전화번호를�입력하여�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