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7일(나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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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제 1 독 서 │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 답 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 서 │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일 미사 참례자수 

1월 24일 성인 46 아이 24 1월 31일 성인 38 아이 13 

 

우리들의 정성(1 월 30 일(토)∼2 월 5 일(금)) 

김일승 남궁영근 배성욱 손재호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광하 장호훈 주진호 진윤기  

교무금 : $590, 11가정 주일 봉헌금 : $236 

홈페이지 재정비 모금 : 현재 모금 총액 : $5,100(목표액 : $5,000) 

 

봉사자 안내 

독서 : (2월 7일, 설) 신현주 스텔라, 최재원 스테파노  

        (2월 14일, 연중 제 6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체온측정·방문자 명단(미사 30 분 전) : (7일) 마태오회, (14일) 마르코회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21 일) 요한회, (28 일) 마르코회, (3 월 7 일) 

마태오회, (3월 14일) 사목회, (3월 21일) 루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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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나해)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은 가톨릭교회가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생겨났다. 이날 재의 예식에서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주며,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킨다. 

※ 재의 수요일 미사 : 2 월 17 일(수), 오후 7 시 

 

재의 수요일 금육(禁肉)과 금식(禁食) 안내 

「교회법」 제 1251조는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상 나이는 14세에서 60세까지) 

노약자나 병자, 중노동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군인, 

여행 중인 경우에는 단식과 금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단식, 금육규정은 수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현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세계 병자의 날 (2 월 11 일) 

세계 병자의 날은 2021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거행됩니다. 세계 병자의 날 

거행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29 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http://www.canberrakcc.org/bbs/board.php?bo_table

=m03_02&wr_id=827&page=0  

세계 병자의 날 담화 묵상을 위한 몇 가지 주제와 제안 

http://www.canberrakcc.org/bbs/board.php?bo_table

=m03_02&wr_id=828&page=0&page=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 주년 희년 

기도(20.11.29∼ 21.11.27 매 주일미사 전 봉헌)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 모임(주일 오후 1 시 30 분) 

오라나 센터, 준비물 : 묵주,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 기도 봉헌 안내 

100일 기도(1차) 및 감사 영적 예물 

기간 : 1월 24일(주일)~5월 3일(월),  

※ 5월 9일 주일 미사 중 기도표 봉헌 

성경 필사 : 신청 접수 완료, 성경쓰기 노트 배포(7일부터) 

 

Catholic Health Australia(CHA) 세미나 

2 월 11 일,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공중보건 및 

인간돌봄에 대한 가톨릭의 연대를 주제로 웹 세미나가 

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에 

관심 있는 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웹사이트(온라인 등록 필수) 

www.acu.edu.au/wdos2021  

가톨릭 주간 행사 미리보기 

https://www.catholicweekly.com.au/vatican-covid-19-

chief-to-speak-at-australian-forum/ 

 

온라인 사순 특강(Walk in the Spirit) 

일시 : 2021년 2월 18일-3월 2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신청 : https://cgcatholic.org.au/walk-in-the-spirit 

방식 : 6회 라이브 스트리밍, 각 세션 대화, 나눔, 기도 및 

토론 포함 

 

캔버라 대교구 ‘결혼과정 프로그램’ 안내 

기간/참가방식/비용 : 2월 9일(화) ∼ 3월 23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Zoom, 커플 당 $70 

등록 : https://mailchi.mp/b4c3fdd09d6a/tmc21  

문의 : Lara Kirk(0429 192 869) 

 

ACT 최신 방역지침(https://www.covid19.act.gov.au/)  

※ 성당 출입 시 성당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 또는 QR 

코드를 사용해 방문 기록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기도지향(2 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해설 봉사자 모집(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조연숙 요세피나(8일), 민선화 테오도라(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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