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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아멘.

오

늘

의

미

사

창세 12,1-4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
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
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2티모 1,8ㄴ-10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을 들어라. ◎
마태 17,1-9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후 미사 참례에 대한 지침

- 본당 소식

미사는 평일 미사, 주일 미사를 그 동안 해 온대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 전례/행사

- 전례분과 공지 사항

우선 브로큰 베이 교구장이신 Anthony 주교님의 방침을 요약하여 전달
하오니 참조하시고, 각자의 입장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
람 대 사람 전염이 시드니에서 일어나서 불안함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신부님들은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 개인은 개인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개인이 주
의해야 합니다.
2. 성수는 당분간 성당에 비치하지 말고. 성수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이 집
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각 성당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성당에 들어올 때 사용하게하고, 성찬
전례 전에 사용하게 합니다.
4.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악수하지 말고. 목례나 미소 등등으로 합니다.
5. 성혈은 따로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6. 성체분배를 하는 사람은 위생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7. 지금상황에서 성체분배를 받을 때 계속 혀로 받을수 있으나 분배 후
분배자는 필요하면 손을 소독한 후 다른 새로운 성체를 받는 사람의 손
바닥에 닫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8.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주일 미사를 봉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TV로 미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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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 성가는 당분간 없습니다.
- 입당은 해설자분만 입당송으로 합
니다. 그리고 미사통상문에 나오는
모든 답변은 해설자분만 하십니다.
- PPT, 독서는 기존대로 합니다.
- 독서단, 해설단, 성체분배단등 성당
에 비치되어 있는 전례복은 당분간
입지 않습니다.
- 특전미사, 어린이 미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어린이 미사는 어린이 미사경
문으로 미사 진행합니다.

병원이나 노인 요양병원 (Aged Care) 방문하여 미사를 할 경우 그 해당
지역 의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에서 추가로 아래와
같이 지침을 드리니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병환 중에 있는 분, 2주 이내에 여행한 분, 특히 노약자나 감염이 걱정
되는 분들은 미사참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
도 됩니다.
2. 미사 이외에 다른 일체의 모임은 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레지오 주회
도 해당 날짜와 시간에 각자 기도하는 것을 주회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3. 미사 중에 미사통상문에 사제와 해설자만 미사통상문에 따라 진행하도
록 하며, 성체를 영하기 전에도 사제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전체 신자가 마음을 모으고 해설자가 “아멘”으로 답하며,
성체 분배 봉사자는 분배만 하도록 합니다.
4. 가능하면 신자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
를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 사순시기 시작
금식, 금육: 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
금식 대상: 만 18세-60세
금육 대상: 만 14세부터(매주 금요일)

- 십자가의 길 기도 봉헌
일시: 3월 13일(금) - 4월 10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00
3월 13일: 1구역
3월 20일: 2, 9구역
3월 27일: 3구역
4월 3일: 4구역
4월 10일: 신부님 & 사목위원

- 2020 어린이 견진성사, 첫고해성
사 및 첫영성체 등록
날짜: 3월 15일(주일)까지
신청서 사무실 제출

- PROJECT COMPASSION

성사: 견진 5월 31일 오후 12:00
(와이타라 성당)
첫고해 9월 중
첫영성체 11월 22일
문의: 0421 669 952 김 엠마

* 구역/단체
- 어린이 복사단 모집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빈
곤한 지역사회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자선을 나눕
시다. 성당에 비치된 봉투를 통해 기
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
실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신청: 0425 088 815 황 로사
또는 사무실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0430 229 164 이 크리스티나

브로큰베이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 성경 시몬

함께하는 봉사생활

본당 현황
총신자수

1008명(322세대)

냉담/행불자

67명(20세대)

활동 신자수

941명(303세대)

교세현황

3/8

3/15

3/22

3/29

4/5

전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카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 491명/여 517명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참례자
봉헌금

사순 제1주일
미사 참례자 292명

헌금

3월: 헌금 계수 봉사 2조 / 4월: 헌금 계수 봉사 3조

차량봉사

3월: 하늘의 문, 평화의 모후 / 4월: 바다의 별, 루르드의 성모

차량운행

10:00, 10:30am / 12:30pm - 와이타라역(Pacific Hwy방면)

1차: $ 4050.15
2차: $ 69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