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3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남웅�스테파노, 이준석�사도요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강형숙�마리안나,
이정화�델린다
최병훈�요셉

 2017. 2. 12 (가해) / 제133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64        봉헌: 212, 221, 512        성체:  164, 165, 153      파견: 15

화답송: 

영성체송: 

제 1독서:  집회  15,15-20     제 2독서:    1코린  2,6-10       복음 :  마태   5,17-37<또는 5,20-22ㄴ.27-28.33-34ㄴ.37>

연중�제6주일

그들은�실컷�먹고�배불렀네. 주님이�그들의�바람을�채워�주셨네. 그들의�바람을�저버리지�않으셨네.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이�스테파노�신부), 8756 3332 (이�사도요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강�마리안나�수녀, 이�델린다�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3,262.70

교무금

$21,520.95

기타

$699.30

미사�참례수

김밥 / 라면
(성모회)

주일
봉사

■ 12/2  3구역      ■ 19/2, 5/3  4구역      ■ 26/2, 12/3  5구역   ■ 19, 26/3  6구역   ■ 2, 9/4  7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236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이정화 델린다 수녀님 환송식
- 일시: 2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델린다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한국 성지순례자 모임
- 일시: 2월 12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유아세례 대상자 접수
- 날짜: 2월 1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 면담: 2월 13일(월) ~ 2월 17일(금)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3월 25일(토)

주일학교 신입 교리교사 교육
- 기간: 2월 18일 (토) - 3월 25일(토) 매주 토요일 
- 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2017년 청년성서 모임 1학기
- 그룹원/봉사자 모집 (창세기/탈출기/마태오/요한)
- 접수날짜: 2월 11일(토) - 2월 26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3월 4일 청년미사 후
- 연락처: 0423 741 301 (박경민 안젤라)

5구역 전체 야유회
일시: 2017년 2월19일(주일) 9시 미사후
장소 : Kissing Point Park 
 (Waterview St. Putney)

9구역 전체 야유회
일시: 2017년 2월19일(주일) 10시 30분 미사후
장소 : Newington Reserve 공원

첫영성체 교리 접수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접수기간: 2월 19일(주일)까지
-접수장소: 본당사무실
-부모교육: 2017년 3월 4일(토)-6월10일(토) 오후 2-3시 마태오방
*접수기간�이후�신청은�받지�않으니�참조�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 자모 첫 모임
- 일시: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마태오방

예비신자 입교식
- 날짜: 2월 26일(주일) 교중미사 
** 많은 선교 부탁 드립니다. **

성지가지 수거
- 2월 26일(주일)까지
- 성당 현관 수거함

시드니 한인 성당 청년 축구대회 - Amicus Cup 2017
3월 12일 (일), 9:30am - 4:30pm, Inside Out Football, 
Rod Laver Dr,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경기 참가비: $10 (Mens and Mixed Teams)
문의: 조준민 펠릭스 (0410 450 370)

단체모임
- 2월 12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 2월 18일(토) 꾸리아, 헌화회
- 2월 19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청년 성령기도회 “샘”
- 열린기도회: 매주 토요일 7시 30분 청년미사후 성당
- 대상: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
- 이번주 기도회 주제: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1코린 12,4-11)

청년 반주자를 구합니다
- 봉사내용: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7시30분 미사)
                   영어미사 (주일 오후 5:30분 미사)
- 피아노, 오르간, 전자키보드, 기타 등 악기로 성가반주  가능한 분을 
찾습니다.
- 토요일 미사 문의: 깐따빌레 성가대 단장 - 성창우 대건 안드레아 
(0425 282 428)
- 청년 연합회회장 - 서인호 알퐁소 (0433 569 470)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2월 19일) 차량봉사 하시는 주선규 프란치스코  주형근 
야고보   임인환 포레스트 김병국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과�봉사에�대한�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전입자 명단
- 노수남 프란치스코 가정: 12구역 1반
*** 환영합니다. ***

구역 전출입
- 강수호 사도요한: 3구역 6반 -> 5구역 3반
- 손길용 아브라함: 1구역 2반 -> 9구역 3반
- 전순자 데레사: 2구역 4반 -> 1구역 1반
- 황수진 빅토리아: 7구역 7반 -> 7구역 3반

주임 신부님 휴가
- 기간: 2월 13일(월) - 2월 24일(금)

남귀이 오메르  수녀님 환영식
- 일시: 2월 19일(주일) 교중미사 중

가정용 봉헌초 수령
- 가정용 초를  주문하신 분들은 성물방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립수구분

금주

누계

신립�금액 납부�금액
(개인/가족�신립)

기타�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1월 30일 -  2월 5일)

645 $756,000

$-

$584,009

$100- $285

$121,074

 기타: 감사헌금: $235, 익명, $50 

           

연중�제6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시드니 대교구 Parish 2020 운동 안내

현재�공동체가�속한�시드니�대교구에서�진행�중인 Parish 2020 프로젝트에 
대한�내용을�공유해�드립니다. 새로운�운동에�대한�가장�공통적인�문의에 
대해서� 정리� 배포한 FAQ를� 번역했습니다. (http://www.sydneycatho-
lic.org/parishes/parish2020/ 중 FAQ 메뉴)

Parish 2020는�어떤�운동인가요?

“Parish 2020 운동은�성직자들, 평신도�지도자들과�사목�계획�개선에�뜻을 
둔�교우들의�의견을�듣고, 대교구�내�지구, 교회�학교와�기관을�전문적인�인구�통계와�기획적�시각으로�재배치�하고, 
미래를�위한�활동, 자원, 기획을�공동�진행하게�하여�교회간�공동체�이기주의를�없애고�협력을�강화하려는�것입니다. 
또한�교회, 학교, 기관, 대교구�사무실�간의�상호�협력�관계로�한층�더�발전시키며, 필요한�최선의�지원을�받을�수�있게 
하고, 새복음화�달성과�개선된�사목�활동�등�이러한�일련의�활동을�아우른�운동입니다.” (피셔�대주교, 2015년 4월 23
일�성직자�포럼�중)  Parish 2020 운동은�새복음화�필요에�대한�답으로�제시되었습니다. Parish 2020 운동은�우리 
미래를�위해�교회를�개선하고�강화하는�것이며, 더욱�역동적이고�획기적인�방법들을�활용해서�우리의�선교�사명을 
실천할�수�있도록�성직자들과�교회�단체들을�최대한�지원하려는�것입니다. 

새복음화란�무엇인가요? 

“한세기� 정도� 주기의� 새복음화는� 교회� 갱신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직접�체험하게�하여�사람들에게�신앙을�전파하는�것입니다.” (피셔�대주교, 2015년 4월 23일�성직자�컨퍼런스 
중) 오늘날의�복음화는�새로운�원동력이�필요하며, 복음�말씀을�고루하게�여기거나�반대하는�사람들에�대한�새로운 
접근�방식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새로운�형태의�공동체가�필요하며, 지금까지와는�다른�시드니�지역에서�새로운 
형태의�구제�활동이�필요합니다.

왜�지금인가요?

시드니�가톨릭�교회는�지난 200년�동안�끊임없는�은총을�받았으며, 여러�세대에�걸친�신자들의�믿음으로 14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본당들이� 과거처럼 
활기차지�않다는�것을�인정해야�합니다. 오래된�교회들은�교우들이�걸어서�미사를�오고�성직자�수가�충분했을�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어떤�지역에서는�적은�인구에�여러�본당이�있어�수차례의�미사가�봉헌될�수�있는�반면에, 다른 
지역은�상황이�열악합니다. 그리스도의�진정한�제자로서, 우리는�이런�상황이�지속되고�일반화가�되는�것을�막아야 
합니다. 제한적인� 자원을� 나누고� 활용해서 21세기의� 사목에� 대한� 진정한� 접근� 방법을� 발전시킬�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계획표

2017년 1월 ‒ 3월 : 본당/공동체�의견�수렴                           2017년 11월 ‒ 2018년 4월 : 본당�별�제안서�검토�및�회신
2017년 4월 ‒ 6월 : 지구별�포커스�그룹�의견�수렴              2018년 10월 : 대교구�사목�계획�최종본�선포
2017년 10월 : 피셔�대주교�제안서�배포                                2018년 ‒ 2020년 : 3단계에�걸친�본당�구성
                                                                                                      2021년 : 결과�검토, 개선, 지원�및�강화

연중 제5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6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6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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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전문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30%ff 
discoverycollege.com.au / 1300 30 50 90 / 층

드리

Year 7 ~ 12

●황토(온돌)방

●Self 요가 온돌방

●황토습식 찜방

●자전거 운동기구 등

영업시간: 오전9시-저녁 9시 30분까지48 Joseph st. Lidcombe

문의: 0402 857 942 / 8964 5884

●여성전용 7DAYS
리드컴 역

공원

중앙식품

X Zone

48번지
황토(온돌)방

연중�제 5 주일   / 마태 5, 13 - 16

질문
“너희는�세상의�소금이다.” (13)
▶  신앙의�삶이�흔들리거나�가정이�위기에�처했을�때�소금의�역할을�한 
사람은�누구였습니까?

“소금이�제�맛을�잃으면” (13)
▶ 가정(교회, 사회)에서�나를�살�맛�나게�해�주었던�일들(혹은�사람)은 
무엇(누구)이었습니까?

“너희는�세상의�빛이다.” (14))
▶  나의�인생길에서�어두움가운데�빛이�되어준�사람이�있습니까? 혹은 
내가�타인에게�작은�빛이�되어주려고�노력했던�경험이�있습니까?

“너희의�착한�행실을�보고” (16)
▶  누군가의�착한�행실을�보고�하느님을�느끼게�되거나�신앙이�더욱 
성장한�경험이�있습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말씀이�나의�삶과�어떤�관련이�있습니까? 그�말씀에서�얻은�깨달음 
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1월�활동토의 (예문)
※ 2017년�본당�공동체, 구역, 반�공동체�활동이나�행사에�대하여
새해� 본당의� 사목지표는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부제는 ‘하느님의�말씀이�우리�일상의�삶에서 
힘을�발휘하도록�합시다.’입니다. 본당�공동체에�도움이�되는�행사나 
활동� 그리고� 건의� 사항을� 나누고� 우리� 반�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나 
활동을�계획합니다.  

11A Linden Grove, Ermington T.7900 7435
이지영 젤뚜르다 0412 074 885

가톨릭�상식 - 첫�영성체란

이준석�사도요한�신부

미등록�교무금�봉투�번호

상기�교무금�봉투를�사용하시는�교우분들은�교무금
신립�신청서�제출�여부를�사무실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성지�소개 - 천진암�순교성지

좋은�책 -  울지마�톤즈, 그�후�선물 (구수환�저) 

이벽성조를� 중심으로� 젊은� 학자들에� 의해�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곳인 
천진암은, 여러�역사�자료에�의하면, 천주교�강학회가�열릴�당시, 폐허가�된 
버려진�암자로�소개되고�있고, 원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약150여년�전에 
절이� 완전히� 없어져� 그� 이후로� 화전논밭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논밭이 
되어버린� 천진암터를 1978년에� 처음으로� 변기영� 신부가� 매입하면서 
본격적인�천진암�성역화�사업이�시작되었다.

1979년에� 경기도� 포천군에서� 광암� 이벽� 성조의� 묘를� 기적적으로� 찾아 
이장하였고�이후 1981년에�정약종,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성현�등의�묘를 
이장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한국천주교회창립� 선조 5위� 묘역이� 조성되게 
되었다. 

1988년에�터를�닦기�시작하여 1999년에�축성식을�가진�성모경당은 (240
평, 폭20m, 길이 40m, 천장높이15m) 약 1000여명의�신도가�함께�미사를 
드릴�수�있는�경당으로서, 20여년간의�천진암�성역화�사업과�수많은�공사 
중에, 무엇보다도� 인사� 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봉헌한� 경당이다. 이� 경당은� 대성당이 
지어지는� 동안� 다목적� 용도를� 겸하여� 어머니성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홈페이지 - 성지�소개)

우리는� 이미� 이태석� 신부에게� 선물을� 받았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준�첫�번째�선물이었다. 맨손으로�한센인을 
치료하는�헌신, 전쟁으로�상처�입은�아이들의�마음에 
피워준� 꽃, 이태석� 신부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다�그�아픔을�고스란히�지니고�떠났다. 그의 
삶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뭉클함을� 주었고 
메마른�가슴에�눈물을�뿌렸고�아직도�세상엔�감동할 
만한�일이�있다는�확신을�주었다. 

이�책은�영화 ‘울지마�톤즈’에서�못�다한�이야기를�담은�에세이로 ‘울지마 
톤즈’의�감독�무삭제판이라고�할�수�있다. 운명적으로�시작된�구수환 PD
와� 이태석� 신부의� 인연,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프리카�톤즈로�가기�위한�고달픈�여정, 톤즈의�참혹한�실상, 톤즈에서 
만난�사람들, 그리고�다시�대한민국에서�발견하는�이태석�신부의�유산 
등이�담겨�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남긴� 톤즈에서 
눈물을� 흘린� 저자는� 이태석� 신부의� 삶에서� 좌표� 잃은� 청년과� 허울과 
위선의� 리더, 그리고� 갈등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치유할� 메시지를 
찾아낸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낮은� 곳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태석� 신부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전해준다.
(출처: 가톨릭�인터넷�서점�바오로딸�책�소개)

묵상의�씨앗 - 공감하는�공동체

그림을�보며�묵상한�내용�또는�떠오른�느낌을�보내주세요. 
사무실에 “홍보분과�앞” 또는 sydneykcc.pr@gmail.com

Sermon on the Mount - Fra  Angelico 作

초�축복 (주님�봉헌�축일)

4일(토)한글�학교�입학미사가�봉헌되었다.  총 15개�학급, 278명�학생들이 
등록했으며, 미사�후�학급�담임�선생님�소개와�오리엔테이션이�진행되었다.

5일(주일) 교중� 미사� 중� 기쁨반� 예비� 신자들의� 받아들이는� 예식이 
거행되었다.  미사�후 12시 30분부터�성당에서�구역장, 반장, 대부모와�함께 
만나는�시간을  가졌다. 

2일(목) 오후 7시 30분�미�사�중�초�축복�예식을�거행하여, 1년�동안�성당과 
신자들의� 가정에서� 미사와� 예식(전례)에� 사용할� 초를� 축복했다. 초를 
축복함으로써�전�세계�교회는�세상의�빛인�예수�그리스도가�성전에�봉헌된 
사건을�기념한다.

한글�학교�입학�미사

복사단�졸업식

5일(주일) 9시� 미사� 중 8명� 복사들의� 졸업식이� 있었으며, 전날인 4일(토) 
후배들과�간단한�다과�시간을�가졌다.

받아들이는�예식 (기쁨반)

60 192 476 838 1137 1467 1726 2035

61 193 498 872 1149 1494 1727 2040

62 194 526 883 1205 1495 1878 2041

63 245 554 915 1206 1503 1911 2112

73 246 638 916 1220 1522 1961 2121

97 306 694 924 1272 1535 1962 2650

98 307 695 965 1296 1552 1968 2675

117 343 696 966 1296 1553 1969 2676

127 387 734 978 1359 1566 2004

142 412 742 995 1410 1567 2006

161 420 796 1026 1411 1615 2007

162 420 799 1031 1438 1653 2031

163 454 816 1045 1439 1686 2032

164 459 831 1065 1461 1687 2033
191 462 832 1066 1466 1701 2034

교회법� 제913조에는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신앙과�신심으로�영할�수�있을�만큼�충분한�인식과�정성된�준비가 
요구된다.”고�나와�있습니다. 

이어서� 제914조에는 “우선� 부모들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주임은�이성의�사용을�하게�된�어린이들이�합당하게�준비되고, 
되도록�빨리�먼저�고해성사를�받은�다음�이  천상�음식으로�양육되도록 
보살필�의무가�있다.”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교회는�유아세례를�받은�어린이의�경우 10세�전후의�나이에 
신앙생활에�필요한�교리를�일정기간�교육시킨�후�첫�고해성사와�함께 
첫� 영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 
세례를�준비하는�성인들은�예비자�교리와�더불어�세례�후 1-2주일�안에 
첫�고해성사를�한�후�성체를�모시게�되는데�이것이�첫�영성체가�됩니다.
간혹, 유아세례를�받고�난�후�부모님이�안계시게�되거나�냉담�등으로 
첫영성체를� 못하고� 성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 
본당신부님이나�수녀님을�찾아뵙고�사정을�말씀드려야�합니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신앙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첫� 고해성사� 후�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교리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