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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해외 원조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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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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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6,22-27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
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야고보 4,13-15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루카 12,35-40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가톨릭 기본 교리 상식

- 본당 소식

* 그리스도인 생활
우리는 세례성사로 주님 안에 새로이 창조되었지만 “성숙한 인간
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지는”(에페 4,13)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선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 인격체로서 하느님으로부터 하늘 나라에로 초대를
받았으니 자유로운 봉헌의 생활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살아야 하
며 지상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답게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한 생
활을 해야 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 입어야 하며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페 4,24)임을 명심하여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 전례/행사

- 중고등부 세례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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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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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 합동 위령 미사

- 체나콜로 기도 모임

일시: 1월 26일(주일) 오전 11:00

일시: 2월 3일(월) 오후 6:30

- 오세아니아 한인 사제 연수

- 본당 청년부 모집

날짜: 1월 28일(화) - 31일(금)
* 이 기간에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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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주(로사리오) 기도
로사리오란 말은 장미 꽃다발(Rosarium 라틴어)에서 유래 되었다. 로
사리오 기도는 서방 가톨릭교회 안의 전례 밖의 기도 중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많이 올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성화의 길로 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성모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느님께 청하
여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조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영육간의 풍요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 묵주 기도를 바
쳐야 할 것이다.

- 성모 신심 미사

- 2020년 부활세례반

* 성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聖物)
집안을 성스럽게 꾸밈으로써 신앙생활을 용이하게 만드는 물건들은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하다.
① 성서 ② 가톨릭기도서 ③ 성가집 ④ 십자고상 ⑤ 성모상 ⑥ 묵주
⑦ 성수 ⑧ 성초 ⑨ 성지(聖枝)
* 십자성호의 뜻
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고 죽으셨던 십자가를 표시 한다.
③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낸다.

일시: 2월 1일(토) 오전 10:00

* 구역/단체
- 사회복지회 후원회원의 날
날짜: 2월 2일(주일)
내용: 후원회원 미사봉헌, 감사인사
* 한 해동안 후원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날짜: 2월 5일(수)
수업내용: 댄스, 노래, 건강, 맵시, 법
률, 스마트폰, 게임
차량봉사: 9시10분 - 혼스비 마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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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신자들을 위한‘거룩한 독서’
2월 첫째, 넷째 금요일 미사 후
사도 행전 1장 - 5장

- 7구역 구역 모임
일시: 1월 26일(주일) 오후 7:00
장소: 27 Duke St. Forestville
문의: 0424 577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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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봉사생활

본당 현황

교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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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자수

1008명(322세대)

냉담 및
행불자

67명(20세대)

활동
신자수

941명(303세대)

남 491명/여 5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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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9

2/16

2/23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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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역

8구역

카페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헌금

루르드의
성모

평화의
모후

황금궁전

하늘의
문

자비의
어머니

연중 제2주일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참례자

봉헌금

미사 참례자 411명

차량봉사

1차: $ 5097.50

안내

2차: $ 9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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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