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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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준석�사도요한,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3. 4 (나해) /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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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116       봉헌: 220, 215, 510       성체:  163, 182, 179    파견:  115

화답송:

제 1독서:    탈출 20,1-17      제 2독서:    1코린  1,22-25    복음 :  요한   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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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2 (이�사도요한�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402.75

교무금

$20,247.25

기타

$2,5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4, 11/3  8구역           ■ 18, 25/3  9구역          ■ 1, 8/4  10구역          ■ 15, 22/4  11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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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제3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사순�제3주일  (Third  Sunday of Lent)

소고기�나물�비빔밥
10구역

연령회 정기 총회
- 일시: 3월 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라자로관

시드니 한인 성당 청년 축구대회 - Amicus Cup 2018
- 일시: 3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Inside Out Football)
- 장소: Rod Laver Dr,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참가비: $10 (Mens and Mixed Teams)
- 문의: 조준민 펠릭스 (0410 450 370 / amicuskcc@gmail.com)

3차 성지순례단 모임
- 일시: 3월 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유아세례 부모 교육
- 부모교육 일정: 3월 7일(수), 3월 21일(수), 4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 세례 예정일: 4월 14일(토) 오후 2시  
- 최종명단: 4월 7일(토) 오후 2시, 4월 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꾸르실료 마냐니따 미사
- 일시: 3월 10일(토)
- 참회예절: 오전 5시 (십자가의 길 시작)
- 준비물: 길잡이, 타이슬링, 묵주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 일시: 3월 1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예비신자 피정 및 세례식  일정(평화반)
- 피정: 3월 1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가브리엘방)
- 세례식: 일시: 3월 17일(토) 오후 1시
- 첫영성체: 3월 18일(주일) 교중미사

부활맞이 대청소

청년 참회 예절 및 고해성사
- 일시: 3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단체모임
- 3월 4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ME, 연령회, 복사 자모회
- 3월 10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 3월 11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카나소공동체
- 3월 17일(토) 꾸리아, 헌화회
- 3월 18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오후 미사 후

신임 독서단 단장 임명
- 조영란 요안나

중고등부 도우미 선생님 모집
- 중고등부 첫 행사, 열린마음제를 위해, 교사들이 도움이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관심있거나 도우시고 싶은분들은 밑에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요.

- 이지헌 안젤라 (열린마음제 장) - 0404 456 377

-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사회 교감) - 0401 584 808

청년 성령기도회 “샘”
- 열린기도회: 토요일 7시 30분 청년미사후 가브리엘방

- 이번주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 이번주 성경말씀 : Luke 15: 21-24 돌아온 탕자

성모회원 모집
- 성모님 사랑의 정신으로 본당 공동체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성모회원들을 모집 합니다.

- 연령: 45세 이상 - 70세 이하 여성

- 연락처: 이 실비아 (0408 492 698)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 박동열 다니엘: 90구역 -> 10구역 5반

- 최종문 아우구스티노: 11구역 5반 -> 4구역 3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3월 11일) 최상엽 베드로, 송찬용 요한,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부활판공 일정 및 장소 사순 제2주일 화답송 (나)

 

사순 제2주일 화답송 (다)

 

사순 제3주일 화답송 (가)

 

사순 제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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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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식에서 느낀 주님의 품안

구역 담 당 지 역 구역 담 당 지 역
1 구 수녀원 (내외부) 7 순교자 기념관 (내)
2 스타니슬라시오(관) 8 본성전앞면, 진입로
3 S 교육관, 사제관(외) 9 본 성전 (내부)
4 성당 (전지역) 10 본 성전 (출입문)
5   순교자 기념관 (내) 11 본 성전 (옆), 도로변
6 순교자 기념관 (내) 12 라자로 관 내외부

교구청�선발�예식을�위해�세인트�메리(St. Mary)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성당에�도착하자마자�가장�먼저�느꼈던�것은, 성당의�웅장함과 
더불어�성당을�가득�채운�은총�이었습니다. 이제�막�첫걸음 
내딛는, 어리고�어린�예비자들의�설레임과�긴장, 그리고�두려움은, 
아름답고�웅장한�주님의�품�속에서�차분하고�따뜻한�사랑으로 
변해가고�있었습니다.

성당�안으로�들어가자마자�보이는�창문들�사이로�들어오는�빛과, 
축복을�부르는�목소리들의�울림은, 내가�주님으로부터�선택된 
신성한�선발�예식에�참석하였음을�느끼기에�충분하였습니다.

성가대로부터�울려�퍼지는�찬양의�노래가�성당�안을�가득�채우자 
내�마음은�곧�기쁨으로�가득�찼으며, 곧�어떤�예식이�있을지도 
몹시�궁금해�지기�시작하였습니다.

선발�예식이�시작되자, 주님을�알고�받아들이기�위하여�함께�노력하였던�여정의 
친구이자, 영적인�성장을�위하여�부단히�노력하였던�형제�자매들이�다같이 
일어났으며, 그들과�함께�주님을�바라보며�서있는�나의�모습은�스스로�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쁜�일정�탓에�이번�예식에�함께�참석하지�못한�교리�반�학생들의�대모와�대부를 
대신하여, Mary선생님께서�학생들의�어깨에�손을�올린�후�성령님께�기도하여 
주신�부분은, 너무나�성스러워�나로�하여금�크나큰�은총을�느끼게�하였고, 주님의 
품�안에서�그들과�함께�사랑과�평안을�받고있다는�믿음을�가지게�되었습니다.

난생�처음�겪어보는�황홀하고�아름다운, 주님께서�베풀어주시는�은혜.
이�예식으로�나는�주님의�품�안에서�있음을�자랑스럽게�여기며, 소중하게�생각할 
수�있는�주님의�사랑스런�어린양이�되었답니다. 오늘을�늘�기억하며, 주님께�더 
다가가는�삶을�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미�받으소서.

*선발�예식이란�예비신자들이�세례성사�전에�하느님의�자녀로�선발된다는�의미로 
거행하는�예식입니다. 하느님의�자녀로�다시�태어날�것을�약속하며�신자로서의 
삶을�준비하는�예식입니다.

 선발�예식�영어반 Carolees (Esther) 

구역 날짜 시간 주소
199 Epping Rd, Marsfield
고해자 글라라
5 Wallaroy St, Concord West
강수웅 프란치스코 
17 Pearson Ave, Gordon
김진일 요한
56 Rawson St, Lidcombe
김용욱 사베리오 
13 Ada Ave, Strathfield
최병훈 요셉
9 William Pl, North Rocks
정재호 세례자 요한 
199 Epping Rd, Marsfield
김연심 율리아
13 Bluegum Grove, Glenwood
송금옥 이레네 
21 Schofield Ave, Earlwood
이입분 플로라 

6 3월24일(토) 18:00

4 3월18일(주일) 18:00

10 3월23일(금) 18:30

2 3월16일(금) 18:30

11 3월17일(토) 18:00

5 3월10일(토) 17:00

1 3월11일(주일) 18:00

12 3월4일(주일) 18:00

3 3월9일(금) 18:30



사순�제3주일사순�제3주일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사순�제 4 주일   / 요한 3, 14 - 21

홍 진희 변호사
�L�L�M�.�M�T�a�x�.� �L�L�B�.�B�B�u�s

�B�u�s�i�n�e�s�s�,� �T�a�x� �&� �L�i�t�i�g�a�t�i�o�n�g� �L�a�w�y�e�r
�P�u�b�l�i�c� �N�o�t�a�r�y

302/160 Rowe St Eastwood

�(�0�2�)� �9�8�7�4� �9�9�8�7

30년 전통의 교민 1호 부동산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이재선 요안나 0401 521 118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방미카엘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IT’S HOW
WE CONNECT

텔스트라 캠시점
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질문

“믿는�사람은�누구나”(14)
▶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목적은�어디에�있습니까?

“세상을�너무나�사랑하신�나머지�외아들을�내주시어,” (16)
▶ 하느님의�큰�사랑을�느끼고�감사했던�때는�언제였습니까?

“빛보다�어둠을�더�사랑하였다.” (19)
▶ 하느님보다�세상을�더�사랑하도록�나를�유혹했던�무엇이�있습니까?

“빛으로�나아간다.”(21)
▶ 내� 안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이신� 하느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 사순시기를� 지내며�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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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활동토의 (예문)
※ 부활맞이�대청소
3월 18일은� 부활맞이�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에� 배정된 
청소구역은 (    )입니다. 우리� 반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청소에�대하여�하실�말씀이�있습니까? 사순절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3차�순교성지�순례단�모집2018년 3차�한국�성지�순례
성지순례일정 

기간: 4월 16일(월) -  4월 23일(월) (7박8일)

순례지 순례성지

8일(월) 04/23(월) 대전교구
황새바위, 인천공항 이동 및 시드니 

출발

6일(토) 04/21(토) 전주교구 진산성지, 숲정이, 전동성당

7일(일) 04/22(일) 대구대교구 관덕정

4일(목) 04/19(목) 대전교구 솔뫼성지, 신리성지, 갈매못

5일(금) 04/20(금) 대전교구 홍주성지, 해미성지

2일(화) 04/17(화)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당고개, 절두산, 새남터 

3일(수) 04/18(수) 수원교구 남한산성, 천진암

일자

1일(월) 04/16(월)
인천 국제공항 도착, 차량 탑승후 

숙소로 이동

구역 판공 시작

23일(금) 7구역을�시작으로�구역�판공이�진행되었다.

구역장/반장 피정

24일(토) Marsfield에�위치한 Divine Word 피정센터에서 
구역장/반장�대상으로�강길웅�세례자�요한�신부님의 

지도로�피정이�있었다

예비자 입교 환영식

25일(주일) 교중�미사�후�예비자�입교식이�있었다. 이날�미사�중 
간단한�인사를�나누며�공동체가�뜨거운�환영의�박수로�맞이했다. 

성녀 이성례 마리아의 방(수유실) 축복식

25일(주일) 9시�미사�후�스타니슬라오관에서�유아를�둔�엄마를 
위한�성녀�이성례�마리아의�방(수유실)의�축복식이�있었다.

김영애 젬마 수녀님 환영식

25일(주일) 교중�미사�후�새로�부임하신�김영애�젬마�수녀님의 
환영식이�있었다.

강길웅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한
십자가의 길

28일(수) 저녁 7시 30분�미시�후�강길웅�세례자�요한�신부님과 
함께한�십자가의�길이�있었다.

Message from Catholic Archdiocese of Sydney

We have been contacted by Fairfax Press (publishers of Sydney Morning 
Herald and The Sun Herald) with a wide range of questions regarding 
responses to the Royal Commission, redress for survivors, Church 
administration, Church property and insurance and Church attendance.  
We understand there is likely to be a series of articles in future days  which 
may not acknowledge or be supportive of the great work the Church does 
in education, welfare, aged care and health care together with the 
provision of spiritual support at both a parish and institutional level. Our 
Clergy in particular, do such wonderful work for so many. Please see some 
comments below which you may find helpful in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Parishioners:
 

•         Various figures are being bandied about regarding the supposed 
assets of the Catholic Church in Sydney and beyond. Some of them 
seem to be vastly inflated. For instance, if you value St Mary’s 
Cathedral as if it were a potential site for a Westfield and high rise 
apartment development, it may appear to be of enormous value; in 
fact, however, its value is as spiritual and artistic patrimony of the 
Church and nation. Rather than being an income earning ‘asset’ it 
costs a great deal to maintain as an icon of our city.

 
•         The Catholic Church is much more than its buildings. It is 
principally its people and their works. It is, for instance, the nation’s 
largest non-government provider of pastoral car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ing, tertiary education, healthcare, marriage 
preparation and counselling, social welfare services especially to the 
poor, aged care, palliative care…; in some of these areas it makes an 
even bigger contribution than government. If the Church wasn’t doing 
it, who would? 

 
•         The Catholic Church has also built much of our country’s social 
infrastructure in these and other areas. It continues to build and 
sustain local communities of faith and service, and to support families 
and individuals where there is often little other support. It cares for 
the most disadvantaged and is a voice for the voiceless. It provides 
most of these things for our whole society, Catholics and non-Catho-
lics alike.

 
•         But the Church can only do these good things for our community 
becaus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f Catholics have built up the 
infrastructure of churches, schools, convents, Vinnies centres and the 
rest that people call ‘Church assets’. 

 
•         Many ‘Church assets’ are in fact held on trust for specific 
purposes nominated by the government or benefactors who provided 
them (e.g. school grants, money earmarked for charitable works). 
Others are held to back employee entitlements, debts etc. Others 
again (like our cathedral) are artistic patrimony of the Church, city and 
nation. In all these cases the Church is NOT free just to dispose of 
them as it pleases and it is misleading to lump all these things 
together as “the wealth of the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