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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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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 억눌린 이들의 

정의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불쌍한 이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10-16 

<과부는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주었다.>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24-28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8-44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영성체 후 묵상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렙타의 과부를 향한 

하느님의 축복 말씀이 들립니다.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 교황님 기도지향(11 월) 

보편 지향: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kcccanber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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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에 관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죽은 이후 곧바로 각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셈 바치는 개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22항). 

 ① 만약 어떤 이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었다면”(가톨릭교회교리서, 1023항), 그는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천국(天國)은 마치 아무 문제도, 고통도 없이 기쁘고 좋기만 한 낙원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삶”이 바로 천국이다. 이러한 면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25항). 

 ② 이에 반해 어떤 이가 “죽을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었다면”(가톨릭교회교리서, 1033항), 그는 하느님과 영원히 헤어져 있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地獄)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보다 더한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에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35항). 

 ③ 만약 어떤 이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정화를 연옥(煉獄:달굴 련, 감옥 옥)이라 부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30항, 1031항 

참조).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이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 그들은 연옥의 존재나 연옥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연옥 교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전해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2마카 12,45).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에 관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단지 인간의 죽음 이후 심판을 통해 있게 될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언젠가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공포를 주는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운명을 기억하고 ‘살아 있는 동안 올바른 삶을 살라’는 당부이며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삶을 살라는 초대’인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36항).  

[자료 : 대전교구 사목국 – 우리들의 신앙 중 발췌] 
 

ㅣ연중 제 32 주일 복음 필사ㅣ 

 
 

ㅣ연중 제 32 주일 주간실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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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11 월) 미사 전 연도 안내 

우리 공동체에서는 위령성월 동안 주일 미사 30분 전부터 위령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라며 이번 주일에는 선종 1주년(11월 9일)을 맞는 프랭크 페리 신부님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 주송 봉사 순번 : (7 일) 요한회 → (14 일) 마르코회 → (21 일) 루카회 → (28 일) 마태오 
 

평신도 주일의 의미 

한국 교회가 1968년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때 제정한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사도직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평신도 스스로 자신의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격려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이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교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 교회의 중심에서 활동해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평신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칭합니다. 평신도는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평신도에게는 신앙고백, 미사참례, 영성체, 교회교리의 옹호, 교회의 유지, 합법적인 교회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무가 있는 한편, 성사·대사·축복 등을 받을 수 있고 기도자들에게 기억되는 일, 전례 참여, 교회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 중의 침묵 

침묵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 어떤 동작과 

행위보다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행위입니다.  

전례, 특히 미사 중의 침묵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소음에 둘러싸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례 중의 침묵은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침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침묵 중에 기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 때 침묵을 지킵니다.  

또 사제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침묵합니다. 

사제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올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체 후의 침묵은 성체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와 일치시키고 그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미사 중 침묵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https://www.youtube.com/watch?v=pjjM2PA5OWE 

 

“침묵은 그저 말 없는 상태로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소리,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특히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을 내맡기는 겁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미사 중 침묵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받으시길 빕니다.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 폐막 미사 안내 

11월 21일(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공동체 설정 10주년 기념 폐막 미사를 봉헌합니다. 원활한 미사 준비를 위해 2 차 

기념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5월 31일(월)~9월 7일(화) 진행)과 성경필사 노트를 11월 14일(주일) 미사 전 또는 

후에 김우경 가브리엘라 자매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소공동체별로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 봉헌 결과를 집계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 내용을 소속 

소공동체장에게 11월 14일(주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jjM2PA5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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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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령성월 특집 – 삶과 죽음 

 
https://www.youtube.com/watch?v=wagQ4SihiGk 

‘cpbc TV 유튜브 채널에서 '중세 라이브'  ep.15 검색’ 
 

크리스토퍼 대주교님의 안락사에 관한 사목서한 [공동체 홈페이지 성당소식→주보→연중 제 31주일 주보→공지사항] 

공동체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동체 홈페이지 성당소식→주보→연중 제32주일 주보→공지사항] 

온라인 기도모임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매월 19일’과 라틴 전례에서 성인을 기리는 

‘매주 수요일’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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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또는 

이민정 글라라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0 월 24 일 (줌 온라인 미사) 16 가정 10 월 31 일 성인 30 아이 6 
 

□ 우리들의 정성 (10 월 30 일(토)∼11 월 5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린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광하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정수민 주정자 진윤기  

교무금 : $2,060 (15가정), 봉헌금 : $150 / 백신 나눔 운동 모금 총액 : $6,250 (안영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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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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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1 월 7 일,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신현주 스텔라, 최재원 스테파노 

             (11월 14 일,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7일)마르코회→(14일)루카회→(21일)요한회→(28일)마르코회 
 

□ 방역수칙 (ACT Health COVID-19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 

① 실내에서 1 명당 4 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12 세 미만 

제외)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 남궁영근 레오(10 일) 형제님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agQ4SihiGk
https://www.covid19.act.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