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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2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새 계약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잔칫상에 

앉은 우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공경합시다.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화답송 시편 68(67),4와 5ㄱㄷ.6-7ㄱㄴ.10-11(◎ 11ㄴㄷ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ㄱ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영성체 후 묵상 

어떤 모임이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윗자리를 고르지는 

않습니까?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교황님 기도지향 - 8 월 ] 

  

복음화 지향 :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https://www.kcccanber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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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13 회 – 의정부교구가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7) ♣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다양한 약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상태에 주목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예비문서 29 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지 출생지나 거주지 때문에 발전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기회가 누군가에게 더 적게 주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모든 형제들」 121 항)며 

‘이주민과 난민들의 국경 없는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오래전부터 이주민들과 함께해왔고, 최근에는 난민들과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 가톨릭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선 이주민과 난민 가정에 가장 큰 문제인 

‘자녀들의 돌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특히 난민들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부모가 

있어도 대부분 맞벌이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안 됩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부모가 한국말을 

잘 몰라 가정에서 언어를 익히기 어렵고, 학교에 가도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합니다. 

동두천 가톨릭센터는 아이들을 방과 후부터 돌보기 시작해 저녁밥까지 먹이고 귀가시킵니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학습 부진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교사들이 개별수업으로 돕거나 

학원비를 지원해줍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학기 중에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말이 서툰 부모를 대신해 센터가 학교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부모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은 신자의 정성스러운 후원, 센터장 신부님과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 가톨릭센터장 이석재 바오로 신부님은 “이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모두의 관심 어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ㅣ연중 제 22 주일 복음 필사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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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여정하다 – 8 월 Vol 3 호  

[의식의 개선] 기후의 개선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후 불황’ 예방과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공존 방법을 찾으며 “탈탄소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세계 10 위 권안에 드는 상황이고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2030 년까지 40%로 줄여야됩니다. 

[생활의 개선] 대전교구 성당들  

서산동문동성당 ‘성 프란치스코의 서약 실천하기’ - 사회복음화분과 위원들은 

지난 7월 22일~24일까지 대전 나자렛의 집에서 생태영성강학회를 가졌습니다.  

판암동성당 ‘8 가지 실천목표’ - 각 가정에서 실천점검표를 통해 매일 실천 

사항을 체크하고, 매월 1 회 구역별로 실천점 검표를 취합하여 봉헌합니다. 

탄방동성당 ‘생태환경교리와 실천’ - 청소년분과는 6~7 월간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피켓교리와 물품나눔실천을 위한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제도의 개선]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vs 원전 

그린 택소노미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녹색 

분류체계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환경부는 원전을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8 월 여정지 보기 - 이미지 클릭] 

< 의식의 개선 –  

경제학자 홍종호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내 

우리 공동체는 9 월 4 일(주일)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 30 분 전부터 위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① 합동 위령미사와 미사 전 연도 중 기억하고 싶은 연령 신청 안내  

성전 입구 안내테이블에 비치된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투에 다음의 정보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과 세례명) 

※ 접수방법 및 마감일 : 성전 입구 교무금함에 8 월 28 일(주일)까지 제출 

③ 한가위 행사와 아버지의 날(Father’s Day) 기념  

미사 후 한가위 행사 놀이와 아버지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② 합동 위령미사 후 음식 나눔 

소공동체(반)별로 준비되는 음식 나눔에 

반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음식나눔준비·배식봉사 문의 :  

각 소공동체 반장, 허준 안토니오) 

  
 

Father's Day Appeal (은퇴 사제를 위한 기금) 모금 안내 

9 월 4 일(주일) Father’s Day 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캔버라 대교구에 속해 계신 26 명의 은퇴 사제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이 전해질 은퇴 사제 재단(Clergy Retirement Foundation)은 1890 년대 설립된 이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한 사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후원으로 재단은 지금까지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을 위해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사제들은 개별적으로 살면서 교구 내 본당과 

커뮤니티, 병원 등에 미사와 성사, 환자방분 등의 사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사제들을 위한 기금 없이 이러한 

돌봄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은퇴 사제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 방법① : 공동체 교무금 계좌로 ‘Fathers Day’라고 기재해서 온라인 이체 (※ 9 월 4 일까지) 

- 참여 방법② : 9 월 4 일(주일)에 Father’s Day 특별헌금 봉투 를 사용해 봉헌함 또는 교무금함 에 봉헌 

- 참여 방법③ : www.cgcatholic.org.au/donate   
 

캔버라 한인회 행사 ‘한국의 날’ (Korean Day) : 2022 년 9 월 10 일(토) Glebe Park, Canberra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heKoreanAssociationOfCanberra/   
 

www.cgcatholic.org.au/donate
https://www.facebook.com/TheKoreanAssociationOfCanberra/
https://www.djeco.or.kr/bbs/sub3_5/24337
https://drive.google.com/file/d/10luofoXwGQrE4mVLhwDVPA1UNrZJBVVP/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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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연중 제 22 주일 주간실천ㅣ 

   
 

 

전삼용 요셉 SAMYONG 

혼인성사: 혼인은 삼위일체 

신비의 실현이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가톨릭교회교리서 / 제 78 강 / 

견진(신비)교리. 19 / 1601-1666 항 

전삼용 요셉 신부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3] 

“진짜성경”을 찾아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구약 정경화 과정ㅣ천주교와 

개신교 성경의 권수가 다른 이유 
 

CPBC 뉴스 

시노드 교회 쇄신,  

왜 자비와 식별인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8 월 14 일 성인 33 아이 18 8 월 21 일 성인 66 아이 23 젊은이 12  
 

□ 우리들의 정성 (8 월 20 일(토)∼26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조성민 주정자 교무금 $585 (12 가정) 봉헌금 $404.70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후원금 : $100(방진선), $550(총 모금액), 수익금 : $1,32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8 월 28 일, 연중 제 22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9 월 4 일, 한가위)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8 일) 마르코반 → (9 월 4 일) 마태오반 → (11 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  (9 월 4 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18 일) 루카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주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지향으로 젊은이들을 위해 선용(善用)하겠습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53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ttps://missa.cbck.or.kr/Prayer/53
https://www.youtube.com/watch?v=IX7hJwt3sIw
https://www.youtube.com/watch?v=YoLZbFtKsSg
https://www.youtube.com/watch?v=vt9Dg3-tlPk
https://www.cpbc.co.kr/legacy/dailyverse4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