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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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나해) / 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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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513       성체:  170, 188    파견:  15, 461

화답송:

제 1독서:   잠엄  9,1-6     제 2독서:    에페  5,15-20    복음 :  요한   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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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2.70

교무금

$21,382.05

기타

$3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19/8 6구역          ■ 26/8, 2/9 11구역          ■ 9, 16/9 10구역          ■ 23, 30/9 9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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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20주일  (Twen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유아세례 접수 신청
- 기간: 8월 19일(주일) 까지
- 부모면담: 8월 27일(월) - 8월 31일(금) 오후 8시 사무실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10월 6일(토) 오후 1시

사목회의
- 일시: 8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미카엘방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8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예비자 입교 환영식
- 일시: 8월 26일(주일) 교중 미사 중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일시: 8월 26일(주일) 미사 후 12시 2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Cantabile (깐따빌레) 피정
- 날짜: 8월 25일(토) - 26일(주일)
- 장소: Edmund Rice Retreat and Conference Centre
- 대상: Cantabile 전단원  

시티 청년 Ad Deum 피정
- 날짜: 9월 8일(토) - 9일(주일)
- 장소: Canisius College
- 신청: 8월 19일(주일) 까지
- 문의: 시티 청년회장 노진영 루치아노 0452 665 857

단체모임
- 8월 19일(주일) 글로리아, 차량 봉사단, 홀리 패밀리
- 8월 21일(화) 청소년 분과
- 8월 23일(목) 성령봉사회
- 8월 25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8월 26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8월 27일(월) 교리교사회
- 9월 1일(토) 성모회
- 9월 2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ME, 연령회

순교자의 밤 성극 티켓 판매 구입안내
- 성극 티켓은 각 구역장/반장 및 성당 사무실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 가격: $5

본당 친교의날 협찬
- 접수처: 본당 사무실 앞, 사무실
- 행사일: 9월 16일(주일)
- 장소: Hume Park, Silverwater (성당 옆)
- 본당 친교의 날 후원으로는 의류나 식료품의 협찬을 받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캠프 "코이노니아" 도우미 모집 
- 도우미 모집 기간: 8월 26일(주일) 까지 
- 캠프 날짜: 2019년 1월 4(금) - 6일 (주일) 
- 연락처: (캠프 장) 김종관 스테파노 0413 188 758
   (중고등부 교감) 이재준 안드레아 0401 584 808

초등부 은총나라 도우미 모집
- 도우미 모집 기간: 9월 1일(토) 까지
- 은총나라 날짜:12월 1일(토)
- 연락처:(은총나라장) 윤주연 마리아 0433 930 906
- 초등부 교감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이스트우드 버스 운행 안내
- 이스트우드에서는 오전 8시 30분 과 오전 10시에 성당버스가 이스트우드
   호텔 앞 주차장에서 출발 합니다.
- 9시 미사 후 성당에서 이스트우드 까지 차량(1호차)을 매주 운행 합니다.
   (성당 출발: 오전 10시 20분) 

기념관(식당) 에어컨 설치 견적접수
- 기념관 에어컨 설치 견적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있으신 교우께서는 
   시설분과로 연락 주십시요. 
- 기간: 8월 31일(금) 까지
- 김영곤 토마스: 0412 199 850

청년성서 18-2학기 그룹원/봉사자 모집
- 접수기간: 8월 4일(토) - 8월 19일(주일)
- 접수방법: 청년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신청서 작성
- 오리엔테이션: 8월 25일(토) 청년미사 후
- 그룹봉사자피정: 10월 13일(토) - 14일(주일)
- 문의: 박경민 안젤라 0423 741 301

신임 교리봉사회 회장 임명
- 이영주 로사리아

전입자 명단
- 신승곤 실바노: 대구대교구 -> 3구역 3반

대건관 건립기금
- 임정기 요한부부: $1,000

주임신부님 휴가
- 기간: 8월 20일(월) - 8월 24일(금)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8월 26일) 이기철 알렉스, 조준호 클레멘스, 이도용 야고보,
   문석주 필립보,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대건관�건축�건설업체�선정�공고 

양지�무국
8구역

1. 공사�개요
      시드니대교구�한인천주교회�대건관�건축�공사
      (36- 38 Carnarvon St. Silverwater)
2. 참가�자격�및�제출�서류
   2.1 참가�자격
     호주�건설�면허�소지, 사업자�등록된�건설사
     최근 5년간�건설업�법령에�위반된�사실이�없는�건설사
     종교�또는�상업건물�건축�경험�건설사�우대
   2.2 제출�서류
     회사�소개서        최근 5년간�건설�공사�실적
3. 일정
     서류�등록마감 : 2018년 8월 31일 (금) 18:00 
                                    시드니대교구�한인�천주교회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또는�우편접수 (건축위원회)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4. 유의�사항
     상기�제출서류는�참가�자격�사전심사를�위한�서류임
     상기�서류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후�설명회를�개최할�예정임
     건설업체는�마감일�내에�소정의�적격심사서류�일체를�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아니한�서류는�인정하지�않으며, 제출한 
       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적격심사서류를�허위로�제출하였음이�확인�될�경우는�무효로�함   
     상기와�관련한�제반사항은�성당�이메일 (info@sydneykcc.org)로 
        문의

연중 제19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9주일 화답송(나)

 

연중 제19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20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20주일 화답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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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봄, 소중한�지인으로부터�성당에�다녀보지�않겠냐는�권유를 
듣고, ‘그럼�한�번�해보겠습니다’라는�대답을�드렸을�땐�사실�저 
스스로도�조금�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교회나�성당에�함께�다녀보자는�말씀은�참�많이 
들었었는데, 한�번도�진심으로�끌려본�적도�없었고, 한두�번 
나가보아도�별�감흥이�없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10개월이라는 

길다면�긴�시간을�지나야�비로소�세례를�받을�수�있다는�설명을�듣고도�살짝�기대감마저�갖는�자신을 
보고�신기한�생각조차�들었습니다. ‘아�이제�나를�부르시는�건가?’하는�우쭐한�기분도�들었습니다.

이렇게�의욕을�가지고�시작한�교리과정은�쉽지�않았습니다. 다른�사람들�앞에서�제�마음�깊은�곳의 
생각이나�고민들에�대해�얘기하며�얼굴이�빨개지는�일도�여러�번�있었고, 선뜻�이해가�가지�않는�성경 
구절에�삐딱한�마음이�들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항상�사랑과�용서를�말씀하시는데�저는 
‘저런�사람은�진짜�좀�당해봐야�해’라는�생각을�자주�했었거든요. 물론 10개월간�저에게�삶의�지혜와 
경험을�아낌없이�나누어주신�여러분들�덕분에�머리로�논리로�이해가�되지�않던�부분도�이제는 
마음으로�이해할�수�있게�되었고, 사람들�간의�일은�제�마음을�내려놓고�주님께서�판단하시도록�하는 
게�맞는다는�깨달음도�어렴풋이�얻게�되었습니다.

저는�미사�때�경건한�마음으로�반성의�시간을�가지고, 말씀을�듣고, 제가�사랑하는�사람들을�위해 
기도할�기회를�갖는�게�정말�행복합니다. 아직도�정식으로�기도하는�게�어색하지만, 일상�속에�움직일 
때�주님의�기도와�성모송을�중얼거리고�있는�저를�발견하면�신기하고�즐겁습니다. 집안일을�마치고 
앉아서�쓰기�시작하면�손목이�끊어지게�아플�때도�많았는데�그래도�꾸준히�성경을�쓰면서�갖고�있던 
고민이�자연스럽게�풀리는�경험도�참�좋았습니다. 저는�정말�이런�사람이�아니었는데……. 
믿음보다는�일단�의심, 내�마음의�주인은�나, 나는�내가�책임져야지…. 했었는데, 이제�저를�온전히 
맡길�수�있는�분을�만나서�항상�주먹�꼭�쥐고�긴장을�늦추지�못했던�제�삶이�좀�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사랑하게�되면, 그�사람을�위해�더�좋은�사람이�되고�싶은�마음이�든다고�합니다. 제�아이를 
낳고�키우면서�그런�생각이�많이�들었었는데, 이제�제가�주님의�자녀가�되면서�그�생각을�다시�하게 
됩니다.
하느님�감사합니다.               

 기쁨3반�윤정인

세례자 소감글 



연중�제20주일 연중�제20주일살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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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국내/해외 전문

연중�제 19 주일(8월)   / 요한 6, 41 - 51순교자의�밤�성극�공연
질문

“저�사람은�요셉의�아들�예수가�아닌가?”(42)
▶ 선입견이나�편견으로�사람을�판단하여�실수한�경험이�있습니까? 

“너희끼리�수군거리지�마라.” (43)
▶ 뒤에서�수군거리며�정확하지�않은�소문을�퍼트림으로써�어려움을
     겪었던�경험이�있습니까?

“나를�보내신�아버지께서�이끌어�주지�않으시면�아무도�나에게�올�수 
없다.”(44)
▶ 내�인생에서�나를�이끌어주신�하느님의�손길을�느낀�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의�내가�있기까지�이끌어주고�보살펴준�고마운�분은
     누구입니까? 

“나는�생명의�빵이다.” (48)
▶예수님의�방식으로 “나는 (    )입니다.”하고�소개한다면 (     )안에 
넣고�싶은�말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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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활동토의 (예문)
※ 새�세례자�돌보기
오늘은�지난�달에�이어�최근 3년�안에�세례를�받은�사람들을�돌보는 
일에�대하여�토의합니다. 여러�가지�경로를�통해�알게�된�우리�반의 
새�신자는 0명입니다. 이들을�방문하여�따뜻이�인사하고 
소공동체에�초대하면�좋겠습니다. 특별히�이번 9월�본당의�날에 
순교자�성극에�초대하는�것도�잊지�않고�전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누구를�방문하시겠습니까? 
방문하지�않는�사람은�새�신자를�방문하는�반원과�새�교우를�위한 
지향을�두고�묵주기도를�바치시는�것은�어떻습니까? 

Cafe Carnar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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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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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Carnarvon St, Silverwater

WWW.FACEBOOK.COM/LEGENDIELTS
0475 071 111  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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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l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Don’t take religious freedom for granted, Archbishop Fisher 
warns
Australians should not take their religious liberty for granted, 
Archbishop Anthony Fisher OP warned during a lecture he gave on 
religious freedom in Sydney last night.
“Independent reports on religious liberty worldwide suggest that 
Christians have never before been persecuted as they are right 
now,” the Archbishop told those gathered at Warrane College 
UNSW for the annual Warrane Lecture.
“There are more martyrdoms each year than there were at the 
height of the persecutions by the Roman emperors.”
“The risk for Australians is that because we are free of that sort of 
persecution we don’t recognise more subtle forms.”
The was standing room only to hear the annual  lecture which 
dates back to 1971 and has been given by dignitaries including 
John Howard and Malcolm Turnbull. Many students of Warrane 
College were present to hear the Archbishop’s address titled, ‘In 
Saecula Saeculorum: Secularism and Religious Freedom’.
The Archbishop recounted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Catholic 
Church in Australia, including 1400 parishes, 1700 schools, 10,000 
hospital beds, 20,000 aged care places, and 45,000 tertiary 
education places. The Catholic Church is the biggest pastoral care 
provider in the country and the biggest non-government educa-
tor, employer and charity, he said.
An even more fundamental reason for freedom of religion is that 
religion is a good in itself, the Archbishop said, and leads to 
human flourishing.
“To pursue the good of religion is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greater-than-human source of all that is, and of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such things, and then to respond by way of 
personal prayer, common worship, further theologising, sharing 
that with others, enacting it in works of charity…”
“To do these things, alongside pursuing the other basic goods of 
human flourishing, is how human beings find fulfilment.”

Full article can be read on catholicweekly.com.au website.

Catholic Weekly News

8월 10일(금) 11 구역 2 반�반모임

소

공

동

체
 

반

모

임

세례식 (기쁨반)

8월 11일(토) 오후 2시, 10개월의 
긴�교리과정을�마치고�기쁨반�총 

28명이�세례를�받았다. 12일 (주일) 
교중�미사�중에는�세례자들이�첫 

영성체를�모셨다. 사진은 
flickr.com/sydneykcc에서 1

개월간�저장되어�있어�다운 
받으실수�있습니다.

혼인 강좌

8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가브리엘�방에서 6쌍의�예비부부가 
참석한�가운데�혼인�강좌가�진행되었다.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환영식

8월 12일(주일) 교중�미사�중�앞으로 4개월간�공동체에�도움을�주실 
이용범�사도요한�신부님의�환영식이�있었다.

신임 사목위원 임명식

8월 12일(주일) 교중�미사�중�신임�선교분과장�정만석�베드로�및 
신임�노인분과장�주경화�베로니카의�임명식이�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