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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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나해) / 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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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75, 10       봉헌: 78, 216, 220       성체:  168, 506, 173    파견:  115

화답송:

제 1독서:   이사  50,4-7      제 2독서:    필리  2,6-11    복음 :  마르   14,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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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518.20

교무금

$22,452.0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5/3  9구역         ■ 1, 8/4  10구역         ■ 15, 22/4  11구역         ■ 29/4, 6/5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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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수난�성지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주님�수난�성지주일  (Palm Sunday of the Lord's Passion)

김밥, 라면
성모회

부활맞이 대청소 
- 날짜: 3월 25일(주님 수난 성지주일)

구역장 회의
- 날짜: 3월 25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미카엘방
*** 부활맞이 대청소 관계로 구역장/반장 교육은 생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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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강복
- 닐찌: 4월 5일(목)

우니따스 - 청년 예술제
- 일시: 4월 14일(토) 오후 7시 미사후 8시 15분 시작

단체모임
- 3월 25일(주일) 연령회
- 3월 26일(월) 교리 교사회
- 4월 1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 4월 7일(토) 성모회
- 4월 8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카나소공동체

사순 저금통 봉헌
- 사순기간 동안 모으신 사순 저금통을 성목요일(3월 29일) 부터 준비된 함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봉헌된 금액은 호주 까리따스로 보내집니다.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연락처: 조계성 미카엘 (0451 270 829)
*** 청년들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식사 안내
- 3월 31일(토) ‘부활전야’ 토요일 석식이 없습니다.
- 4월 1일 부활절 중식은 없으며 떡 나눔이 있습니다.

Day Light Saving Time 해제
- 4월 1일(주일) 
- 새벽 3시            새벽 2시로 변경됩니다.

중고등부 도우미 선생님 모집
- 중고등부 첫 행사 ‘열린마음제’를 위해 교사들이 도움을 줄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요.

- 이지헌 안젤라 (열린 마음제 장) - 0404 45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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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간 전례시간 안내
- 성삼일에는 오전 9시 30분 미사가 봉헌되지 않습니다.

- 부활 성야에 사용될 초는 청년회에서 판매합니다.

수난 감실 성체조배 시간 (3월 29일 - 30일)

 

*** 22:30분부터 23:00 까지는�침묵�조배�합니다.***

‘거룩하시도다’ 합송 변경
부활절 부터 사제의 선송으로 시작하고 신자들이 두 번 노래한 ‘거룩 

하시도다’를 사제와 신자 다 함께 세 번 노래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4월 1일) 임태혁 다미아노, 조준호 클레멘스, 유종근 요한,

   리차드 요셉,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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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목) 10:30 AM 성유축성미사 - St Mary 주교좌 성당

8:00 PM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3월 30일(금) 3:00 PM 십자가의 길 / 8:00 PM 주님 수난예식

* 예루살렘 성지복구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Good Friday 봉투 사용)

3월 31일(토) 9:00 PM 부활성야 미사

*  Easter Offering 이 부활성야부터 부활 대축일까지 있습니다.

4월 1일(주일) 9:00 AM  / 10:30 AM 부활 대축일 미사

5:00 PM (시티) / 5:00 PM (영어) / 7:30 PM

찬미�예수님!

어느덧�시간이�흘러�예비신자로서�하느님과 
천주교의�교지를�알아가던�그�시간들을 
뒤로하고�온전한�하느님의�자녀로�태어나는�그 
긴�여정의�끝에�서게�되었습니다.

짧다면�짧을수도�길다면�길�수�있는�그�시간들 
속에서�어느�순간�시냇물이�모여�강을�이루듯 

조금씩�받아�드리고�내려�놓으며�변화되어�가는�내�자신을�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처음부터�그�시간들이�내게�아름다운�시간은�아니였습니다.

늘�일정한�패턴으로�흘러가는�나의�일상에 10개월을�매�주일을�온전히 
성당에서�보내야�한다는�부담감. 익숙하지�않는�분위기�낯선이에게�내 
맘을�열어�보이는�것은�나에겐�결코�쉽지�않는�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갈등하고�혼란스러워�하며�나의�선텍이�맞는지에�대한 
의구심이�문득문득�들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마음�한켠에�늘�손잡아�주시고�이끌어�주시는�주님의�은총이 
저를�이끄시었고�또한�많은�형제, 자매님을�도구로�쓰시며�제게�무조건 
하느님의�부르심을�따라가게�하였습니다.

이제�그�시간들이�부담감이�아니며�얼마나�귀하고�귀한�시간이었는지 
미약한�믿음이�등불이�되어�나를�여기에�이르게�하셨는지�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느님께서는�늘�이렇게�저를�사랑�하시고�저를�소리없이�이끄셨으며 
언제나�기다리고�계셨던�것입니다.

너무나�많은�귀한�만남을�성당안에서�이루어�지게�하여�주셨습니다.
처음�어색했던 “사랑�합니다”를�전능하신�우리�주님께�또한�옆에서 
손잡아�주신�형제, 자매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이제�온전한�하느님의 
자녀�이은애�마리안나가�될�수�있기를�간절히�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평화1반  이은애�마리안나

나의 고백

사순 제4주일 화답송 (나)

 

사순 제4주일 화답송(다)

 

사순 제5주일 화답송 (가)

 

사순 제5주일 화답송 (나)

 

사순 제5주일 화답송 (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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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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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체/구역 시간 단체/구역

미사후 - 23:00
쌍뚜스, 

깐타빌레
06:00 - 07:00 11구역

23:00 - 00:00
초, 중고등부 

교사회
07:00 - 08:00 3구역

00:00 - 01:00
에파타, 샘, YIC, 

로고스
08:00 - 09:00 8구역

01:00 - 02:00
청년레지오, 

아미쿠스임원
09:00 - 10:00 10구역

02:00 - 03:00 5구역 10:00 - 11:00 12구역

03:00 - 04:00 7구역 11:00 - 12:00 9구역

04:00 - 05:00 2구역 12:00 - 13:00 1구역

05:00 - 06:00 4구역 13:00 - 14:00 6구역



주님�수난�성지주일 주님�수난�성지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부활�제 2 주일   / 요한 20, 19 - 31

봉사�신청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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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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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너희와�함께!”(19)
▶ 내�안에�가득했던�두려움이�평화로�바뀌었던�순간이�있었습니까?
“의심을�버리고�믿어라.” (27)
▶ 누군가를�너무�쉽게�믿어�낭패를�본�적이�있습니까?
▶ 신앙에�대해�가졌던�어떤�의심이�풀어지게�된�계기가�있었습니까?
“저의�주님, 저의�하느님!”(28)
▶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적이�있습니까?
“보지�않고도�믿는�사람은�행복하다.” (29)
▶ 신앙생활을�하기�전보다�나를�행복하게�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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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활동토의 (예문)
※ 부활선물 (혹은�카드) 나누기 
부활을�맞아�우리�반의�봉성체�대상자, 양로원에�계신�분, 혼자�계신�분, 
혹은� 새� 신자를� 방문하여� 부활선물을� 전해드리고� 드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준비하시겠습니까? 언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함께�갈�수�있는�분은�누구입니까? 가서�할�수�있는�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 방문�대상자�확인하기, 방문�가능시간�확인하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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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

16일(금) 2구역, 17일(토) 11구역과 18일(주일) 4구역의 
구역�판공이�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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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 - 나를�닮은�너에게

평화반 세례식

17일(토) 오후 2시, 10개월의�긴�교리과정을�마치고�평화반  총 17
명의�세례식이�있었다. 18일 (주일) 교중�미사�중에는�세례자들이�첫 

영성체를�모셨다.  사진은 flickr.com/sydneykcc 에서
1개월간�저장되어�있어�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임요셉 주임신부님 영명 축일

18일(주일) 미사�중 19일�영명�축일을�맞이하신�임요셉 
주임신부님의�영명�축일�축하식이�있었다.

Sydney Catholic Weekly News

Sydney is officially the most Catholic city in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percentage of people identifying as Roman Catholic.

Latest figures reveal that of the 650 Sydney suburbs, Bossley Park is 
Australia’s most Christian and Catholic, with 7,288 Catholics account-
ing for a whopping 49.9 per cent of residents ‒ almost half the entire 
14,585 population.

Study author Mark McCrindle said: “Religion in Australia is certainly 
not dead. Our study shows that two thirds of Australians (68 per cent) 
currently follow a religion or have some spiritual beliefs.

“And Sydney is undoubtedly the last bastion of Catholicism in 
Australia and it should be proud.”

Multi-cultural Blacktown tops the list in raw numbers with 11,950 
Catholics (or 25.3 per cent of the suburb’s population). Bossley Park 
comes in at No.10 ‒ however it claims the title of being Australia’s 
most Catholic suburb due to the high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dentifying as being of the faith.

In breaking down the Census data, the Faith and Belief study found 
Australia-wide there are about 5.3 million Catholics ‒ 22.6 per 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with 1.8 million living in NSW (24.7%) and of 
those 1,213,126 live in Sydney giving the NSW capital the top spot.

The study also showed one in three (33 per cent) Australians who 
identify with Christianity are regular churchgoers, attending at least 
once a month.

사순절 기도의 밤 

22일(목) 저녁 7시 30분, 성령봉사회에서 “주님인�내가 
의로움으로�너를�부르고�네�손을�붙잡아�주었다”는�성경말씀을 

주제로�주임신부님과�최성규�레오�신부님을�모시고�사순절 
기도의�밤을�가졌다.

성모회 자모회

주말 차량봉사

시티 봉사

성명 세례명
박지원 레지나

이순희 안젤라

이보나 보나

최윤정 비아

박은정 요세피나

성명 세례명
박선애 로사리아
정영희 효주아네스
정미옥 소화데레사
이기자 마리아
박혜옥 프란체스카
김경숙 로사리아
장세영 마리아
이기연 데레사
유미숙 비비안나
조숙자 요안나
전근명 마우다
김희숙 벨벨투아
한수정 크리스티나
장정희 마리아
차선옥 베로니카
이수지 에밀리아나
임혜련 헬레나
이성미 율리안나
김정숙 도미니카
이성애 요안나

성명 세례명
송창엽 갈디노

김형주 안토니오

문석주 필립보

류근만 비오

한덕수 돈보스코

성명 세례명
이우리 에바

서성숙 엘리사벳

장은진 마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