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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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5(나해) / 제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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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2      봉헌: 210, 217       성체:  155, 156    파견:  461

화답송:

제 1독서:   아모 7,12-15      제 2독서:    에페  1,3-14    복음 :  마르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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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40.10

교무금

$18,527.05,

기타

$600.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5/7  4구역          ■ 22, 29/7  7구역          ■ 5, 12/8 8구역          ■19/8 6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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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주일(농민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15주일(농민주일)  (Fif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레지오 마리애 전단원 교육
- 일시: 7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성당

사제연수
- 기간: 7월 16일(월) - 19일(목)
- 장소: Fairmont Resort, Leura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일시: 7월 20일 (금) 오후 5시 미사 후 
- 어디: 순교자 기념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헌 안젤라)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홍 야고보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일시: 7월 22일(주일) 교중미사 후
- 7월 25일(수)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홍 야고보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 반장 교육
- 일시: 7월 22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제3차 성지순례 해단식
- 일시: 7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7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성모회 / 자모회 피정
- 일시: 7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199 Epping Rd, Marsfield (The Divine Word Missionaries)

단체모임
- 7월 15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 7월 21일(토) 꾸리아, 헌화회
- 7월 22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7월 23일(월) 교리교사회
- 7월 24일(화) 청소년분과
- 7월 26일(목) 성령봉사회
- 7월 28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스트라스필드 버스 운행 안내
- 8월 첫째 주 주일부터 스트라스필드에서 성당버스 운행을 시행 합니다. 
- 오전 9시 30분에 스트라스필드 광장반대쪽 (Everton Rd)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실수 있습니다.
- 이스트우드에서는 8시 30분 과 10시에 버스가 출발 합니다.

2018년 하반기 혼인강좌 안내
- 대상 : 2018년 9월 - 2019년 1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 신청기간 : 2018년 7월 8일(주일) ~ 8월 5일(주일)
- 일시 : 2018년 8월 12일 주일 12시 ~18시
- 장소 : 가브리엘 방 (변경시 개별 연락)
- 접수 :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와 신청비 50불과 함께
               신청바랍니다.
- 문의: 김훈 길버트 (0428 866 317)

HSC 수험생 부모 기도모임 
-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후 기도모임 
- 문의: 김경수 바오로 신부 (0404 089 228)

신임 구역장, 반장 임명
- 12구역 남성구역장: 최재호 파피아

- 1구역 2-1반 반장: 김태산 요셉

- 2구역 3반 반장: 김정희 세실리아

- 4구역 4반 반장: 김덕중 율리오

- 12구역 5반 반장: 정문기 미카엘

성당 진입로 일방통행 시행
- 일방통행 방향: 입구  Carnarvon St ----> 출구  Asquith St

- 시행: 8월 1일(수) 부터

- 교육관 주차장 통제시간: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주일 오후 2시까지 교육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 됩니다.  

장두원 요한 부제서품식 (12구역)
- 일시: 7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 연수날짜 : 7월 19일(목)~22일(주일)

-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를 사랑하시는 모든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이남순 아네스 (0433 131 351)

전입자 명단
- 정보혜 보나: 부산교구 -> 3구역 5반

선종
- 고 신건자 요안나 와 오봉원 마태오의 영혼과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7월 22일) 양재봉 다니엘, 한진수 바오로, 이기철 알렉스, 

   Pr. 성모성심,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소고기�무국

5구역

연중 제15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5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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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초등부�겨울�캠프는�정말�특이하고�색달랐다. 

캠프�오리엔테이션�때�만났던�조별�선생님들과�캠프�때의�조별 
선생님들이�다르다는�것을�들었을�때에는�조금�충격적이었지만 
흥미로웠다. 그래서�처음부터�끝까지�캠프에서�했던�프로그램들부터 
율동과�찬미�시간이�늘�새롭고�재미있는�분위기가�가득�있었다. 결국 
이�재미를�통해�우리�친구들의�에너지가�서로에게�영향을�끼쳐�힘이 
돼주었다.

캠프�모든�프로그램이�즐거웠지만, 그만큼�힘들었다. 육체적인�힘듦, 정신적인�힘듦, 감정적인 
힘듦... 이러한�순간들로�인해�여러�다툼도�있었지만�그�다툼�속에서만�찾을�수�있는�소중한 
친근함을�얻어냈다. 그�친근함이�결국�여러�사람을�하나로�만드는�힘이라는�것을�우리�모두가 
느꼈다.

이번�캠프�주제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를�통해�많은�것을�배웠다. 그중에서�제일�중요한 
배움은�하느님께서�계신�천국을�체험하려면�혼자의�힘으로�늘�부족하다는�것을�느꼈다. 가까운 
가족과�친구들부터�시작해서�한�교회로서�굳건함�믿음으로�움직여야만�천국을�체험할�수 
있다는�것을�깨달은�것이다.

자연스럽게�이번�캠프�때서�나�자신보다�우리�조원들을�더�챙기고�싶은�마음이�생겼다.
더�신경�쓰니까�각�조원마다�특별한�재능들이�돋보여서�보기�좋았다. 평소�주일학교�때 
자신감이�별로�없는�친구들이�자신�있게�계속�도전하는�모습들이�보여�마음이�뿌듯했다. 결국 
우리�조가�몇�등을�했다는�것을�자랑스렙게�생각하기보다�최선을�다한�모든�조원이�가장 
자랑스러웠다.

캠프�마지막�날이�다가오면서�집으로�향하는데�편한�마음이�있었지만, 캠프를�떠나는데�섭섭한 
마음이�더�컸다. 특히 6학년들은�초등부�주일학교�학생으로서는�마지막�캠프여서�많은 
아쉬움이�남았다. 하지만�하느님께서�주신�축복들을�생각하면�지금�이�순간이�행복하고 
감사하게�된다. 

오랜�기간�동안�캠프를�열심히�준비해주신�선생님들과�신부님, 수녀님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이번�캠프를�통해서�하느님의�풍요로운�사랑을�더�알게�되고�그�사랑을�나눌�수�있다는�게�가장 
큰�보람이었다. 소중하고�중요한�추억들을�허락하신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방통행 일방통행

초등부�주일학교�고영민�스테파노, 김영�미카엘라, 남인서�세라피나

초등부 겨울 캠프를 마치며

교
육

관
 주

차
장



연중�제15주일(농민주일) 연중�제15주일(농민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0403 278 022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03 278 022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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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해외 전문

연중�제 14 주일 (7월)   / 마르 6, 1 - 6
질문

“저런�지혜를�어디서�받았을까?”(2)
▶ 누군가를�하느님의�관점(시선)으로�바라보려고�노력했던�경우가
     있습니까? 

“저�사람은�목수로서�마리아의�아들이며...” (3)
▶ 과거의�모습에�얽매어�이웃이�잘하거나�달라진�무엇을�인정하기
     어려웠던�경험이�있습니까?

“고향과�친척과�집안에서만은�존경받지�못한다.”(4)
▶ 가까운�사람에게서�존중받지�못해�힘들었던�경험이�있습니까? 

“아무런�기적도�일으킬�수�없었다.” (6)
▶ 주위사람이�받아들이지�않아�무엇인가를�할�수�없어�속상했던
     적이�있습니까?
▶ 주위�사람의�격려로�무엇인가를�더�잘할�수�있었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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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활동토의 (예문)
※ 새�세례자�돌보기
최근 3년�안에�세례를�받은�사람들을�돌보는�일에�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인도하신�분, 대부모가�안부인사와�신앙대화 
등을�하신�소속�반장에게�알려�소공동체에�안내�할�수�있도록�하는 
것은�어떻습니까? 
그러면�인도하신�분과�대부모님은�새�신자와�대화하시고�소속 
반장에게�알린�다음�반모임에서�활동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Why the simple things in life are often the best
Forget expensive gadgets, selective 
schools, tutors or even the latest 
technology, new research suggests that 
books can be the most beneficial 
aspect to a child’s learning.
The study of 5000 children by the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s Institute for Learning Sciences 
released this week has revealed that parents who read regularly 
to their children have better language skills as they grow older 
as well as a stronger likelihood of better academic achievement.
Researchers used data from a large scale nationwide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which followed their development since 
2004.
Research author Dr Ameneh Shahaeian said the findings prove 
the old adage “the simple things in life are often the best”.

“Too often the ‘best’ option is seen to be an expensive device, or 
attending a specific school, which is out of reach of many,” he 
said.
“These results show that reading to children as early and as 
often as possible can have long-lasting benefits for later school 
success, not only in literacy but also in mathematics.
“For busy parents the message is a simple one. If there’s only 
one thing you can do with your children it should be reading.”

By becoming engrossed in a book series, young readers may be 
more likely to put down video games or turn off the TV and 
begin to think of reading as an activity they would willingly do.
One of Australia’s most exciting young authors and former 
school teacher, Tim Harris, said his love of reading was discov-
ered by the Narnia series of books.
The author of the hugely successful Exploding Endings and Mr 
Bambuckle’s Remarkables collections said as a reluctant reader 
himself he was introduced to the popular series during his 
school holidays and never looked back.
“I was bored so my mum gave me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Not being a reader I begrudgingly took it and out of 
boredom more than anything started to read it,” he said.
“I had never liked reading and only did it if I absolutely had to so 
didn’t hold out much hope but something happened in those 
first few pages that grabbed me and I was hooked. I made my 
way through the first book and begged mum for the next one. It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The full article is in this week’s Catholic Weekly on 
catholicweekl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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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금) 4 구역 5 반�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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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교리교사, 은빛대학 교사 피정

7월 6일(금) 부터 1박 2일간 Edmund Rice & Conference Centre
에서�교리교사�및�은빛대학�교사�피정이�있었다. 

초등부 겨울 캠프

7월 7일(토) 부터 2박 3일간 Long Point Conference Centre에서�초등부�겨울�신앙�캠프가�있었다. ‘하늘의�계신�우리�아버지’라는�주제로 
26명의�선생님�진행아래 100명의�어린이들이�참가하여�믿음을�키우는�소중한�기회를�가졌다.

확대 사목회의 

7월 8일(일) 주일�미사후�미카엘방에서�사목위원, 재정위원과 
구역장이�참석한�가운데�다음�회계연도에�해당되는�각�분과별�예산을 

심의�및�승인하였다.

사진: 송민상�프란치스코, 김도윤�베드로 

사진: 이형우 스테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