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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주일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CATHOLIC
DIOCESE OF
BROKEN BAY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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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49,3-6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
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
다. ◎
1코린 1,1-3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
가 되게 하셨네. ◎
요한 1,29-34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2020년 신임 사목회 연수 및 미사

- 본당 소식

* 전례/행사

- 주일학교 여름방학 캠프

- 공동체의 회개와 성화, 올바른 방
향을 위한 전신자 묵주기도 백만단

날짜: 1월 22일(수) - 저학년
1월 23일(목) - 고학년
*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예정
문의: 0430 229 164 이 크리스티나

- 구정 합동 위령 묘원 미사

- 본당 신부님 사제서품 기념
지난 주일 본당 신부님 사제서품
9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듦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
히 사제의 길은 걷고 계시는 본
당 신부님을 위해 교우분들의 한
결같은 보호와 끊임없는 기도 부
탁드립니다.
* 가톨릭이란?
천주교회의 세계적인 공용어가 곧“가톨릭”이다. 그 어원은 라틴어
“Catholic”이라는 형용사로서 뜻은 “보편된, 공번된”이다. “이 땅
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있는 까닭에,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아야 할 모든 지식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포함한 교리를 가르
치는 까닭에, 그리고 왕, 시민, 학자, 무식한 자 등 모든 사람을 참다
운 신앙에로 이끄는 종교이기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 한다.” 인종과
빈부, 학식에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공동체 참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느님은 더 큰 은총을 우
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은총을 힘입어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보완하
고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누구나 교회 안에 단체와 소공동
체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도
록 해야 한다.

일시: 1월 25일(토) 오전 10:00
장소: Castlebrook Chapel
712-746 Winsor Rd. RouseHill
준비물: 물, 모자, 썬크림, 꽃
문의: 0451 720 132 원 필립보

기간:
장소:
대상:
문의:

- 구정 합동 위령 미사
일시: 1월 26일(주일) 오전 11:00
* 위령 미사 예물은 1월 24일(금)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구역/단체

1월 24일(금) - 1월 26일(주일)
Camp Wanawong
2020년 7학년 - 12학년
0430 229 164 이 크리스티나
0430 114 928 한 아델라

- 본당 청년부 모집
젊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오늘과 미
래는 청년들입니다.
문의: 0425 289 604 황 레오

- 사회복지회 후원회원의 날

- 2020년 부활세례반

날짜: 2월 2일(주일)
내용: 후원회원 미사봉헌, 감사인사
* 한 해동안 후원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반: 매주 주일 오전 9:30
평일반: 매주 화요일 오전 9:30

- 초신자들을 위한‘거룩한 독서’
* 매달 둘째, 넷째주 금요일 미사후
사도행전

- 어린이 복사단 모집
대상: 영성체를 받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
문의/신청: 0425 088 815 황 로사
또는 사무실

* 기도지향
서기숙(아녜스), 김상희(수산나)
이종혜(비비안나), 서미경(안토니아)
김은경(소화데레사)

- 중고등부 세례반 모집
기간: 2월 1일(토) - 2월 29일(토)
* 2월 9일(주일) 첫 수업 시작

함께하는 봉사생활

본당 현황

교세현황

- 중고등부 여름방학 캠프

총신자수

1008명(322세대)

냉담 및
행불자

67명(20세대)

활동
신자수

941명(303세대)

남 491명/여 517명

1/19

1/26

2/2

2/9

2/16

전례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카페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헌금

바다의
별

루르드의
성모

평화의
모후

황금궁전

하늘의
문

주님 공현 대축일/주님 세례 축일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참례자

봉헌금

미사 참례자 385명 / 371명

차량봉사

1차: $ 3373.20 / $ 3304.60

안내

2차: $ 720.65 / $ 781.85

차량운행

1월: 하늘의 문, 평화의 모후 / 2월: 바다의 별, 루르드의 성모
1월: 성가정의 모후 / 2월: 신비로운 장미
10:00, 10:30am / 12:30pm - 와이타라역(Pacific Hwy방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