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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아멘.     

            
오   늘   의    미   사

사도 2,14ㄱ.36-4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

   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1베드 2,20ㄴ-25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요한 10,1-10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 본당 소식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당 신부님 매일미사 강론

   cafe.daum.net/normanhurst
   
   * 본당 신부님 매일미사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X_iQ61oqkKd
    B0q8Hf9BxoA

- 미사 지향 봉헌

  본당 신부님 0437 985 777 

  문자나 카톡 메세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묵주기도

  신부님께서 매일 8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체 묵주기도 후 

  8시 반에 강복을 주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7월~ 2020년 6월 교무금 납부 안내

1. 사무실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안

(사무실 연락처: 9483 2318, 미리 연락하여 약속하고 방문 요망. 화요일, 

금요일 12:00pm - 4:00pm 에만 가능

2. 온라인 입금하는 방안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분들, 수시로 가능) 

Bank Name: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BSB No: 062-784 

Account No: 15188200

Account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Church

*** Reference 에는

납부자의 성함과 교무금 봉투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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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성함) (교무금 봉투 번호)

- 2020년 4월 교무금 납부 현황

* 사무실 방문 (- 28/04/20)

249, 257, 26, 147, 74, 141, 178, 105, 98, 90, 78, 177, 72, 169, 

168, 41, 179, 261, 30, 31, 117, 40, 171, 219, 220, 225, 53, 257, 

226, 10, 9, 47, 46, 12, 11, 99, 27, 108, 49, 48, 35, 36, 240, 239, 

168, 169, 202, 44, 43, 71, 31, 177, 106, 107, 12, 11, 18, 17, 184, 

60, 70, 69

* 온라인 입금 (23/04/20 - 30/04/20)

114, 113, 121, 120, 182, 181, 50, 153, 165, 4, 3, 97, 76, 262, 55, 

236, 216, 81, 161, 2, 1, 159, 158, Myung Chun, 278, 100, 87, 93, 

58, 91, 244, 13, 6, 118, 216, 269 

-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하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