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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오   늘   의    미   사

사도 1,1-11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

   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

   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에페 1,17-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

   으리라. ◎

마태 28,16-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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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카톡 메시지)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묵주기도

- 미사 재개 여부 및 성당 사무실 방문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될 때 까지

  는 지금 현재의 방식과 똑같이 주중 미사는 녹화방송으로, 주일 미사는 생
  방송 미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사무실을 방
  문하시는 경우 비치되어 있는 대장에 방문기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 필사
  많은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략70분이 참가하여 금주부터 성경필사

  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경 필사 단체 카톡
  에서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청하는 미사
  금년에는 성모의 밤 행사 대신에, 5월 마지막 주일(5월 31일)에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들을 위해  
  전구하시는 성모님을 위해 바치는 미사입니다. 그리고 레지오 각 쁘레시디
  움과 관심있는 신자분들께서는 그 전날인 5월 30일(토)에 성당 홀에서 꽃봉
  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7월~ 2020년 6월 교무금 납부 안내
1. 사무실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안

(사무실 연락처: 9484 3217 / 0422 80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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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Jaehyun Lee 25

(영문 성함) (교무금 봉투 번호)

- 2020년 5월 세째주 교무금 납부 현황

* 사무실 방문 
172, 171, 54, 62, 103, 113, 114, 266, 267, 176, 10, 9, 99, 257, 212

* 온라인 입금
263, 82, 127, 126, 173, 83, 160,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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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