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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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무 16,1ㄱㄹㅁㅂ.6-7.10-13ㄴ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
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에페 5,8-1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요한 9,1-41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 본당 소식
*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최신 교구 공지 - 20/03/2020
- 100평방미터 미팅 룸 또는 실내 공간에서는 총 25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 본당 모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당과 교우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메일은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다음카페와 카카오
톡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공지됩니다.
- 나 자신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행동
은 자제하고 위생에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 주교님 결정에 따라 미사를 잠정적 중단하지만 토마스 신부님과 데이빗 신
부님은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또한 저희 본당 신부님도 매일 미사를 봉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헌하시고 미사 영상과 강론을 유투브, 카카오톡으로 전신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교구에서는 유투브를 통해 브로큰베이 교구 전교우를 미사 봉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
- 본당에 직면한 어려움이 교무금과 헌금 납부입니다. 미사가 봉헌되지 않아
납부의 어려움이 있으나 본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 개개인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묵주기도, 필요한 개인적인 기도 자료
가 교구 웹페이지에 제공됩니다.(교구 웹사이트 참조)
- 계속 업데이트된 상황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 Website Suggestions:
https://www.bbcatholic.org.au/news-events/latest-news/bishop-anthonys-l
etter-to-the-people-regarding-covid-19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Homepage Image Banner

아멘

***사무실 오픈 시간 (3월 21일부터 적용 )
수
9:00am - 4:00pm
목/금/토 12:00pm - 7:00pm
주일
10:00am - 5:00pm
*4월 매일 미사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사 신청, 교무금
납부 외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교우분들은 사무실 오픈 시간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