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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0(나해) /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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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329       봉헌: 217, 221       성체:  154, 197    파견:  199

화답송:

제 1독서:   창세  3,9-15      제 2독서:    2코린  4,13─5,1    복음 :  마르   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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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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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3.45

교무금

$20,267.45

기타

$900.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0, 17/6  3구역          ■ 24/6, 1/7  4구역          ■ 8, 15/7  5구역          ■ 22/7  6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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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10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10주일  (Tenth Sunday in Ordinary Time)

소고기�배추국
성모회

유방암 무료 검진 예약 안내및 접수
- 일시: 6월 10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 대상: 만 40-74세의 여성은  비자, 메디케어 관계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예약:   9562-0502 (담당자: 송진아)
*** 무료 유방암검진 예약을 한인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병자 영성체
- 일시: 6월 13일(수) 
 
어르신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일시: 6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라파엘방
- 대상: 70세 이상 
- 신청: 성당 사무실
- 세례 예정일: 12월 22일(토)

사목회의
- 일시: 6월 17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유아세례 부모교육
- 교리일정: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 최종면담: 6월 23일(토) 오후 2시, 6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은빛대학 올림픽 및 종강
- 날짜: 6월 21일(목)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6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오리엔테이션: 6월 30일(토) 오후 12시 성당
- 기간: 7월 7일(토) - 9일(월)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참가비: $110
- 인원: 선착순 100명
- 접수: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전/후 성당 앞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언제: 7월 20일 (금) 
- 시간: 5시 미사후 
- 어디: 기념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헌 안젤라 (열린마음제 장)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감)

단체모임
- 6월 10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6월 16일(토) 꾸리아, 헌화회
- 6월 17일(주일) 글로리아
- 6월 21일(목) 성령봉사회
- 6월 23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6월 24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선착순 60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 연수날짜 : 7월 19일(목) ~ 7월 22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선착순 25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시드니 가톨릭 골프회 6월 월례모임
- 일시: 6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Liverpool Golf Club
- 회비: $60 (카트, 음료수, 간식 포함)
- 신청: 총무 -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 친교를 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8년 혼인 갱신식 (미사) 
- 일시: 7월 8일(주일)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 집전자: Archbishop Anthony Fisher
- 예약 문의: 사무실 또는 
                    LMFevents@sydneycatholic.org
                     전화예약: 9307 8404
결혼을�하신분은�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결혼 50, 55, 60 또는 65
주년, 해당자들은�사무실이나�위�연락처로�신청�바랍니다.  
신청자는 Anthony Fisher 주교님으로�부터�특별한�증명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가톨릭 한인 천주교회 사진 동아리 신청
- 회원자격: 예비신자 및 신자
- 모임장소: 성당 및 시드니 교외
- 모임: 월 출사 1회, 평가회 1회 예정
- 문의: 지충환 스테파노 (0411 456 470)
*** 하느님�영의�아름다운�빛을�카메라의�영상에�담아�모든�이들과 
함께�기쁨을�나누고자�합니다.

전입자 명단
- 정진규 안토니오 가정: 지역성당 -> 11구역 1반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김창원 미카엘 가정: 2구역 2반 -> 3구역 5반
전진 요아킴 가정: 2구역 2반 -> 3구역 5반
이호범  바오로 가정: 4구역 2반 -> 1구역 3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6월 17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이도용 야고보, 주형근 야고보,
   리차드 요셉, 김병국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한국 성지를 순례하며 

6조�박�용하�요아킴

순교자들의�고귀한�정신과�삶을�본받기 
위한�한국�성지�순례의�길에�함께�할�수 
있도록�이끌어�주신�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교회에서�주관하는�모든�피정과 
교육에�열심히�참여하고�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했습니다. 매일�미사�참례와 
성경공부도�하고�성지�순례를�다니며 
신자로서�나는�어느�정도�갖췄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랬던�내�마음이�한국�성지�순례의�길을�걸으며�변해갔습니다. 
새남터�순교�성지에서부터�점점�무너지기�시작하더니�남한산성�순교�성지와 
천진암�성지�순례를�이어�신리성지와�솔뫼�성지, 갈매못�성지들�그리고�홍주�성지, 
해미�성지�이어�진산�성지의�십자가의�길 10처에서 13처까지의�주님의�고통을 
현시를�통해�보면서�완전히�나는�무릎을�꿇었고�눈물이�앞을�가렸습니다. 14
처에서�승천하시는�주님의�모습을�보면서�지금까지�나의�모든�신앙생활이�허식과 
위선이었다는�것을�느끼고�주저앉고�말았습니다. 

뒤이어�이어진�미사의�신부님�강론에서�윤지충�바오로는�모친의�유언에�따라 
권상연�야고보와�상의하여�위패를�없애고�천주교�방식으로�상을�치르는�바람에 
이것이�패륜�행위로�간주돼�신유박해는�시작됐습니다. 

신앙을�버리면�출세�가도가�보장됨에도�불구하고 32세�윤지충�바오로와 40세 
권상연�야고보는�끝까지�신앙을�지키다�젊은�나이에 1791년 11월 12일�예수 
마리아를�부르며�즐거운�마음으로�순교의�월계관을�얻었습니다. 이러한�신부님의 
말씀을�듣고�나니�한없는�눈물이�앞을�가렸습니다. 

여기서�나도�그의�모친과�같은�결정을�할�수�있었을까�하며�다시�마음을�다져 
봅니다. 또�윤지충�바오로나�권상연�야고보와�같이�즐거운�마음으로�순교의 
월계관을�받을�수�있었을까�다시�마음에�되새겨�봅니다. 

이번�한국�성지�순례는�숲정이�성지와�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이찬우(타대오) 신부님의�한국의�순교�역사에�대한�강론과�미사로�마감되었습니다. 

이�순교�성인들과�함께�제가, 예수님이�걸으셨던�고통의�십자가의�길을�즐거운 
마음으로�함께�걷도록�해주십시오. 

연중 제9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9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9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10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0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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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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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10주일 연중�제10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그리스도의�성체와�성혈�대축일   / 마르 14, 12 - 16; 22 - 26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99 626 555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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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해외 전문

질문

“그를�따라가거라.”(13)
▶ 주님의�일(봉사)을�하는데�나에게�안내자가�되어주었거나�내가
      누구에게�주님의�일을�하도록�안내했던�경험이�있습니까?

“거기에다�차려라.” (15)
▶ 주님께서�모든�것을�예비하여�주신다는�것을�체험한�적이
     있습니까?

“받아라. 이는�내�몸이다.”(22)
▶ 주님의�성체(영성체)가�나에게�특별하게�다가왔던�경험을
     나눕시다. 

“많은�사람을�위하여�흘리는�내�계약의�피다.” (24)
▶ 주님의�사랑이�진한�감동으로�다가온�체험이�있습니까?
▶ 내가�누군가를�위해�했던�희생�중에�기억에�남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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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활동토의 (예문)
※ 반�공동체에서�성당봉사활동�참여하기 
우리�본당은�주일에�점심식사를�제공하는데�이는 
구역소공동체에서�주로�봉사를�합니다. 우리구역이�점심식사를 
담당할�때는�우리�반�공동체에서�누가�어떤�일을�도울�수 
있겠습니까?
또�주보에�나오는�대로�구역별로�돌아가며�전례, 커피봉사, 
교중미사�후�청소를�합니다. 우리�구역이�이를�담당할�때�우리 
반에서는�누가�어떤�봉사를�할�수�있겠습니까? 

소공동체 반모임

5월 18일(금) 9 구역 1 반�반모임

좋은책 - 화해와�치유Public Health Amendment Bill 2018 
(Safe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linics) 

3일(주일) 오후 2시 30분, 시티�마틴플레이스부터 St Mary’s 대성당까지 
성체 행렬이 있었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다.

성모희 야유회

6월 2일(토) 성모회�야유회가  Gosford와 
Terrigal에서�있었다. 

교구 성체 거동 행렬 - Walk with Christ

첫영성체 

2일(토) 초등부�미사�중, 
세례를�받은 15명을�포함한 

36명의�아이들이 
첫영성체를�행했다. 이 

세상에�태어나서�세례를 
받아�하느님의  자녀가�된 

아이들이�생애�첫 
고해성사를�경험하고, 생애 
최초로�예수님의�살과�피를 

받아�모시는�은혜를�받았다.  

As you may be aware, this bill has passed the Legislative Council 
and will be introduced into the Legislative Assembly soon, 
perhaps as early as the week of the 5th June. The bill legalises 
so-called ‘safe zones’ around abortion clinics to prevent street 
councillors from reaching out to desperate mothers seeking 
abortion and other pro-life groups from praying or demonstrat-
ing outside abortion clinics.
I am asking you to please alert your parishioners to this Bill as 
soon as possible and urge them to voice their opposition by 
contracting their local MP.
The impact of this Bill, if enacted, would be far reaching. The 
proposed laws present a direct threat to freedom of religion and 
speech and would effectively remove the ability of pro-life groups 
to promote the often very practical support they can provide to 
vulnerable woman who are contemplating the termination of 
their pregnancy. My experience of individuals and group who do 
this work is that they are always peaceful and prayerful. Changing 
the law would mean that even praying the rosary within 150 
meters of one of these facilities would no longer be legal.
These new laws are an overreach. The existing laws and the 
powers of the police already provide for circumstances where 
persons are harassing others entering venues. We should and 
must be able to trust the police to maintain order at clinics and 
elsewhere within their present powers. It is not necessary to 
criminalise variances in ideology on abortion. 
Some of you may have had the experience that regularly happens 
at St Mary’s Cathedral where demonstrations outside the Cathe-
dral by various groups, especially pro-abortion groups, shouting 
through loudhailers that interrupt the Mass and holding up offen-
sive placards.
We need to ask that if the Parliament is prepared to enact legisla-
tion to create at 150 meter ‘safe access zone’ around an abortion 
clinic will they also do the same around Cathedrals and Churches.

Most Rev. Anthony Fisher OP

Will the parliament make it a crime, punishable by 6 months 
imprisonment, to interfere with any person coming to or going 
from church and to abstract footpaths or roads leading to the 
church as in the Safe Access Bill 2018?
Will the Parliament make it a crime to communicate with person 
going to or leaving a church in a manner reasonable likely to 
cause them distress or anxiety? Will they make it a crime to take 
photos or video of people inside the church zone without their 
consent or to publish or distribute a recording of another person 
inside the church zone without their consent as in the Safe Access 
Bill 2018?
If the Parliament does not propose to make such a law for church-
es, or for other businesses, why not? Are only abortion clinics 
sacred in New South W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