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28일(나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자) 사순 제 2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 이광하 하상 바오로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예비신자 교리반 : 목요일, 19: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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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canberrakcc.org 

▦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외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제 1 독 서 │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2,1-2.9ㄱ.10-13.15-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화 답 송 │시편 116(114―115),10과 15.16-17.18-19ㄱㄴ(◎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 서 │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4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10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일 미사 참례자수 

2월 14일 성인 39 아이 13 2월 21일 성인 44 아이 7 

 

우리들의 정성(2 월 20 일(토)∼2 월 26 일(금)) 

김요한 김일승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광하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주진호 한상지 허준 

교무금 : $860, 18가정 주일 봉헌금 : $214 

사회복지기금 (방미숙님 가정을 위한 모금) : 총 모금액 : $2,000 

 

봉사자 안내 

독서 : (2월 28일, 사순 제 2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3월 7일, 사순 제 3 주일) 신현주 스텔라, 최재원 스테파노 

체온측정·방문자 명단·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8일) 요한회, (7일) 마르코회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미사 30 분 전) : (28일) 마르코회, (7일) 마태오회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BSB : 062786 

Account Number : 000027424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항상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년 2 월 28 일(나해)   

2021 년 사순 시기 교황 담화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태 20,18) 

사순 시기: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당신 사명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밝혀 주시고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과 

기도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 사랑의 단식재 권고일 : 3 월 26 일(금) 

※ 담화문 링크 

http://canberrakcc.org/bbs/board.php?bo_table=m0

3_02&wr_id=833  
 

2021 년 부활 판공성사 안내 

기간 : 2 월 28 일(주일)∼3 월 21 일(주일) 

성사 순번(권고) : (28일) 마태오회, (3월 7일) 마르코회, 

(14일) 루카회, (21일) 요한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 주년 희년 

기념 이벤트 안내 

1. 기념 라디오 드라마  

기간 : 2 월 22일(월)∼4월 3일(토), 방송 : 월∼토, 07:50 

(※ 재방송 : 월∼토 16:50, 10분) 

청취 방법 : ① cpbc빵(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앱)  

앱 : http://www.cpbc.co.kr/mobile_app/index_02.php  

②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채널 

2. 모바일 복음 쓰기  

기간 : 2월 21일(주일)∼4 월 1일(성목요일) 

참여방법 : 모바일앱[가톨릭-GoodNews]  

 

영성프로그램/온라인 성경공부(가톨릭 온) 소개 

인터넷에서  

‘가톨릭온’ 검색 → 회원가입 → 로그인 → 강좌신청 

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 www.catholicon.co.kr` 

본당 설정 10 주년 기념 문집 발간을 위한 신앙 체험 

수기 공모전 

본당 설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교우들의 신앙체험 수기를 

받습니다. 출품작은 추후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문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1) 신앙 체험 수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봉사 체험 사례,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 등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기 

[장르] 자유(시, 수필 등), [분량] MS-WORD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바탕체, A4 3장 이내 

2) 삽화 

‘호주’, ‘캔버라’, ‘신앙’, ‘한인’, ‘공동체’, ‘성경’과 관련된 

이미지와 간략한 작품 해설 

[크기] A4 사이즈, [비율] 정사각형 또는 가로 세로 비율 

3:4 선택 가능(※ 컴퓨터 작업시 해상도 300∼600dpi 

설정), [출품방식] 삽화 스캔본을 공동체 이메일로 방송, 

[출품수] 1인당 최대 2점 가능   

3) 내가 나누고 싶은 성경 1 구절과 그 이유 

- 응모마감일 : 4월 11일(주일) 

- 제출방식 : 공동체 이메일(canberra.kcc@gmail.com) 

또는 공동체 교무금함 이용  

 

교황님의 기도지향(3월) – 복음화 지향: 화홰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 모임(주일 오후 1 시 30 분) 

오라나 센터, 준비물 : 묵주,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이세인 아녜스(3 월 2 일), 이지영 아녜스(3 월 6 일) 

 

☞ 유아 세례를 축하합니다.  

김요셉(요셉) (김요한 안드레아 & 방진선 요안나 가정) 

 

※ 성당 출입 시 방명록 또는 QR 코드를 사용해 방문 

기록을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nberrakcc.org/bbs/board.php?bo_table=m03_02&wr_id=833
http://canberrakcc.org/bbs/board.php?bo_table=m03_02&wr_id=833
http://www.cpbc.co.kr/mobile_app/index_02.php
http://www.catholicon.co.kr/
mailto:canberra.kc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