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8 월 8 일(나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9 일(성녀 메리 멕킬롭 대축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 이광하 하상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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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3:30, 교육관(오라나 센터)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어, 사라지지 않는 음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4-8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30─5,2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1-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영성체송 요한 6,51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영성체 후 묵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나에게 온다.”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성령의 인장을 받은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 교황님 기도지향(8 월)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항상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kcccanber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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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성녀 메리 멕킬롭 대축일(8 월 8 일, 주일) 

성녀 메리 맥킬롭 수녀(1842 년 1 월 15 일 출생, 1909 년 8 월 8 일 선종)는 스코틀랜드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빅토리아 포틀랜드의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866 년 24 살의 나이로 남호주(SA) 페놀라에서 

‘성 요셉 학교’(The stable school, 훗날 성요셉 수도회의 기초)를 설립하고, 이후 수도생활을 희망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수녀원(성심의 성요셉 수녀회)을 설립하여 평생 내륙 오지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고아들과 

떠돌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성녀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에 공감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네딕도 16 세 교황은 2010 년 10 월 17 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광장에서 열린 시성식에서 메리 맥킬롭 수녀를 호주의 첫 번째 성인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성녀가 보여준 열정과 인내는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호주인들에게 멕킬롭 

성녀는 강인한 정신으로 척박한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한 개척시기 호주를 변화시킨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메리 맥킬롭 수녀 시성 10 주년 기념묵주 판매 (문의 : 허준 안토니오) 

   
 

ㅣ연중 제 19 주일 복음 필사ㅣ 

 
 

ㅣ연중 제 19 주일 주간실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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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엽서 보내기 결과 

우리 공동체에서 지난 7 월 25 일(주일) 진행한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총 37 건 접수 및 발송 완료 (한국 : 28 건, 호주 내 : 7 건, 기타 해외 : 2 건) 

※ 추가로 엽서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보내고 싶으신 교우분들은 소속 

소공동체장 또는 이지영 아녜스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설립 10 주년 기념 행사 안내(9 월 19 일, 주일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우리 공동체는 오는 9 월 19 일(주일) 공동체 설립 1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체 약사 영상 시청 및 나누고 싶은 성경구절 전시회 관람 (오라나 센터) 

 - 놀이 (윷놀이, 묵주만들기(DIY) 등) 및 기념품 나눔 등 (오라나 센터 앞 야외) 

※ 기념행사 후원 모집 

공동체 설립 10 주년 기념행사 경품 마련을 위한 물품(생활용품, 식품 등) 및 후원금을 

받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사목회장 이광하 하상바오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8 월 15 일, 주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입당성가 → 성호경 → 인사 → 참회기도 → 자비송 → 

대영광송 → 헌화(성모님과 관련한 성가) → 묵주기도(환희의 신비 5 단) → 본기도 → 

말씀전례 순으로 미사가 진행됩니다. 

※ 성모님께 바치는 꽃 준비 안내 

헌화에 사용하실 꽃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거나 대축일 미사 전 성전 입구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준비한 꽃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매월 19 일’과 라틴 전례에서 성인을 기리는 

‘매주 수요일’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또는 이민정 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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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2021 년 11 월 27 일까지] 

1. 공동체 교무금 계좌로 납부 시 ‘Vaccine’ 기재  

2. 교무금 봉투에 ‘백신’ 기재 후 교무금함에 납부 

캔버라대교구 온라인 결혼과정 프로그램 안내 

‘The Marriage Course – Navigating Life Together’ 
 

Term 3 : 8월 3일(화)부터 7주간 매주 화요일 19:15 시작 

Term 4 : 10월 19일(화)부터 7주간 매주 화요일 19:15 시작 

등록 :  www.cgcatholic.org.au/marriagefamily/the-

marriage-course/ (※참가비 : $70불) 

문의 : Steph Ransom (steph.ransom@cg.org.au) 
 

□ 봉사자 모집 (문의) 

 ○ 청소년 복사 (김수현 수산나) / 미사 해설 (김우경 가브리엘라) / 어린이 전례 (안윤경 소화데레사) 

 ○ 주보, 웹사이트, 사회복지분과 (허준 안토니오) / 예비신자 교리반 (민선화 테오도라) 
 

□ 소공동체 구성 및 활동 소개 (문의 : 소공동체장, 이민정 글라라) 

소공동체 요한회(50대) 루카회(40대) 마르코회(30대) 마태오회(미혼, 커플, 청년) 

주요 활동 
매월 세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매월 두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가정별로 돌아가며 

말씀나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말씀나눔/친목활동 

조장 서은주 데레사 주정자 루치아 방진선 요안나 최재원 스테파노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2 차, 5 월 31 일(월)~9 월 7 일(화)) 

[성경 필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우분들은 소공동체장에게 성경필사 노트를 신청해 주세요.  

[2 차 100 일 기도 및 영적 예물표] 성당 입구 비치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 주일 미사 참례자수 

7 월 25 일 성인 40 아이 15 8 월 1 일 성인 39 아이 15 

□ 우리들의 정성 (7 월 31 일(토)∼8 월 6 일(금)) 

구민식 김요한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광하 이지영 

장호훈 정수민 주정자 주진호 진윤기 한상지   

교무금 : $685 (14가정) / 주일 봉헌금 : $240 

백신 나눔 운동 모금 : $210 (구민식, 손재호, 정수민) / 총액 : $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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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 연중 제 19 주일)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정자 루치아, 공성은 루실라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8 일) 루카회, (15 일) 마르코회  

 ○ 미사 후 간식나눔(격주) : ※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 

□ 교구 코로나 19 방역지침 안내(QR 코드 사용 의무화 / 2 제곱미터 거리두기 지속 적용) 
 

♡ 안경록(도미니코)(8 일), 김연란, 김정은, 김제인, 이민정, 이승아(글라라), 김수현(수산나)(이상 11 일)님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http://www.cgcatholic.org.au/marriagefamily/the-marriage-course/
http://www.cgcatholic.org.au/marriagefamily/the-marriage-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