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김영애�젬마
최미란�님미아
이성복�요셉

 2019. 8. 4(다해) /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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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제 1독서:  코헬  1,2; 2,21-23     제 2독서: 콜로  3,1-5.9-11    복음 :  루카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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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룡�비오�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8756 3332 (김재준�알베르토�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베르타�원장수녀, 김�젬마�수녀, 최�님미아�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1,772.00

교무금

$18,440.20

기타

$1,700.00

미사�참례수

1,963

주일
봉사

■ 4/8 10구역          ■ 11, 18/8 11구역          ■ 25/8, 1/9 12구역          ■ 8, 15/9 1구역
■ 전례, 커피, 청소  8:30 am, 10:30 am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김밥

연중�제18주일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연중�제18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견)304, 337   봉헌: 340, 342, 217, 332      성체:  171, 182, 344, 169       파견:  63

미사시간�안내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요
일

주
일

시
티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7:30 pm 
7:00 a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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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믿음생활:
‘신앙의 확신’갖기

신앙교리 배우기, 

예비교우 한 분 초대하기, 

미사참례

(평일미사, 가족과 함께) 

성경필사 및 배우기, 

영성서적 읽기.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본당 친교의날 (9월 15일), 이웃사랑을 위한 협찬
- 접수: 8월 11일(주일) 부터
- 접수처: 본당 사무실 앞, 사무실
- 장소: Hume Park, Silverwater (성당 옆) 
- 협찬물품: 의류,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물품
- 라플티켓 판매금의 10%는 사회복지 후원에 사용 됩니다.
- 당일 당첨되었으나 필요치 않은 물품은 그날 경매로 사회복지 
   에 후원됩니다.

Terence Brady 주교님 사목방문
- 방문기간: 8월 16일(금) - 8월 18일(주일)

교구청 자선헌금 (CWF)
- 날짜: 8월 3일(토) - 8월 4일(주일)

단체모임
- 8월 4일(주일) 연령회
- 8월 10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 8월 11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성경통독),
                            독서단, 글로리아
- 8월 17일(토) 꾸리아, 헌화회
- 8월 18일(주일) 홀리패밀리, 안나회, 제대회

2020년 달력 광고후원 접수 받습니다.
- 2020년 달력 광고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홍보분과장 (sydneykcc.pr@gmail.com) 에게 
   9월 1일(주일)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남성 봉사단체 (가칭) 설립인준을 위한 모임 
- 1차 준비 봉사자모임: 8월 11일(주일) 오전 11시 30분 (타대오 방)
- 2차 모임: 8월 25일(주일) 오후 12시 (가브리엘 방) 
                  12시 - 1시: 봉사자 대표 선거 및 의견 나눔
                  1시 - 3시: 식사 및 친교

은빛대학 중식봉사(설거지팀) 도우미 모집
- 은빛대학에서 중식봉사 중 설거지팀에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봉사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연락처: 김경숙 안나 0425 313 478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 영명축일 (8월 12일 월요일)
- 축하식: 8월 11일(주일) 교중 미사 중 
-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휴가
- 기간: 8월 5일(월) - 8월 12일(월)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8월 11일) 최상엽 베드로, 백범수 프란치스코,
   김덕중 율리오. 송찬용 요한,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장두원 사도요한 새 사제 첫 미사 및 첫 강복
- 일시: 8월14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시드니 대교구 한인성당
***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새 신부님을 위한 영적기도(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선행)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 세례일 : 10월 5일(토)
- 신청마감: 8월 11일(주일)
- 부모면담: 8월 19일(월) -8월 23일(금) *화요일 제외*
- 부모교육: 1차: 8월 28일, 9월 11일, 9월 25일 수요일
- 교육장소: 미카엘방

예비자 (사랑반) 대부모, 구역장 만남
- 일시: 8월 11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 장소: 성전
 
병자 영성체
- 날짜: 8월 14일(수)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의무 축일 입니다.
- 미사시간: 8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8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쌍투스 성가대  (8시 30분 미사) 반주자 모집
- 모집기간: 8월 4일(주일) - 9월 1일(주일)
- 문의신청: 김팔상 베드로 단장 0422 025 005

알림 및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회 및 교육모임
2019년 하반기 혼인강좌
- 일시: 8월 11일(주일) 오후 12시 - 6시 
- 대상: 2019년 9월 -2020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부부 중 미 교육자
- 장소: 가브리엘방 (변경시 개별 연락)
- 문의: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

사목회의
- 일시: 8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미카엘방

HSC 부모 기도모임
- 첫 모임: 8월 5일(월)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성체 조배실
- 문의: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0410 280 700

청년성서 19-2학기 그룹원/봉사자 모집
- 접수기간: 8월 3일 (토) - 8월 18일 (주일)
- 접수방법: 청년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신청서 작성
- 오리엔테이션: 8월 31일 (토) 청년미사 후
- 문의: 최지예 프리실라 0431 090 501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7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8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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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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2019 시드니� 청년� 성서 
12차� 탈출기� 연수를� 갔다� 온� 이혜선 
크리스티나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어있는� 창세기 
연수� 후�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기� 성경� 공부� 후�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를� 위해서� 한국에서� 시드니까지 
오신� 한필수� 필레몬� 신부님의� 강의와 
중간중간� 즐겁고� 신나는 

액티비티까지인 3박 4일의� 연수는� 알차고� 배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열어�잠자기�전까지�나의�시간은�온전히�하느님의�생각으로�가득히�채워졌지만, 주님의�사랑은�제 
머릿속과�가슴에�채워도�채워도�제가�상상할�수�없을�정도의�사랑이라는�것을�다시�한번�깨닫고�오는�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부족함을� 느껴� 계속해서� 거부한� 모세의� 태도와� 시련에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자꾸만�주님의�존재를�의심하고�확인하려고�드는�모습이�꼭�저의�모습과�같아서�창피하기도�하고 
반성을�하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나를�향하신�사랑의�표징들을�보여주셨지만, 그�사랑보다�두려운�나 
자신이�항상�먼저였습니다. 늘�숨기�바쁘고, 나�자신의�부족함이�드러날�것만�같아�소명을�무시해왔던�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 나의� 얕은� 믿음� 때문에� 비롯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탈출 3,12)말씀은� 저에게� 용기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소명을 
응답하는�데�있어�나를�주저하고�회피하게�만드는 ‘파라오’를�다시�돌이켜�보고, 나를�하느님의�참된�자녀인 
거룩한�사람으로서�살�수�있게끔, 언제나�저와�함께하신다는�사실이�제가�바로�설�수�있는�큰�버팀과�위로가 
되었습니다.

40년의�광야의�길은�멀고�쓸쓸하지만, 모세는�시련�속에서�고난을�겪을�때�하느님께�온전히�의지하는�모습을 
보이며�완벽한�하느님의�사람으로�거듭납니다. 저�역시, 저에게�주어진�광야의�길을�힘겹게�홀로�걸어간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시며� 목마를� 때� 물을� 마련해� 주시리라� 신뢰하고� 그래서 
하느님의�은총을�더�맛있게�느낄�줄�아는�모세처럼�거듭나기를�기도합니다.

이�자리를�빌어�성경�공부의�시작으로�연수까지�무사히�잘�마칠�수�있게�해주심에�감사드리고, 이�소중한 
가르침을�위해�한국에서�오신�한필수�필레몬�신부님, 김경수�바오로�신부님, 젬마�수녀님과�모든�봉사자분께 
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그�무엇보다도,
한결같이�저희를�늘�사랑해주시는�하느님.

우리의�삶은�광야를�걷고�있어�시련과�고통�속에서�믿음이�흔들릴�때�도�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언제나 
당신의�사랑을�체험할�수�있도록�늘�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언제나�주님의�사랑�안에서�보호받음을�잊지 
않고, 그�사랑을�널리�전하는�사람이�되게�해주세요.

“내가�너희와�함께�있겠다.”라고�속삭여�주시는�주님, 당신을�사랑합니다. 
이혜선�크리스티나 (연수생)

탈출기 성서 연수를 마치고...

“11월 3일 예비자 교리를 사작 합니다.”환 영“11월 3일 예비자 교리를 시작 합니다.”
입교식: 11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입교식: 11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전례 및 성사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0419 030 826
Harry Park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국내/해외 전문

연중�제18주일

주보�광고�모집
이�자리의�주인을�찾습니다.

문의: sydneykcc.pr@gmail.com 

25일(목)부터 28일(주일)까지  St. Benedict XVI Retreat Centre에서 
탈출기�연수가�있었다. “내가�너와�함께�있겠다.” (탈출 3,12)라는 

주제로�김경수�바오로�신부님과�김영애�젬마�수녀님�지도하에 13명의 
봉사자와 23명의�연수생이�참가하여�믿음을�키우는�소중한�시간을 

가졌다. 한필수�필레몬�신부님의�강의와�나눔의�시간으로�연수생 
모두에게�신앙의�깊이를�더하는�귀한�시간이�되었다.

탈출기 연수  가톨릭 위클리 뉴스

장두원�사도요한�새�사제님�인터뷰

1. 본인소개를�한다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7살� 때� 온� 가족이�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왔다. 나는�형과�여동생이�있다. 아버지가�먼저�천주교�신자가�되셨고 
온�가족이�아버지를�따라�천주교인으로�개종하면서�실버워터에�있는 
한인성당에� 나가게� 됐다. 나는 5학년때� 세례를� 받았다. 나는 NSW
대학� 의대에서� 공부했고� 마운트� 드륏, 블랙타운, 웨스트미드 
종합병원에서�인턴으로�근무했다.

2.여유�시간에는�무엇을�하나?  

친구들과어울리기를�좋아하고�예전엔�축구를�많이�했었다.

3. 사제로의�부르심을�알게�된�계기는?

2011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유스데이(World Youth Day)에 
참가했는데� 의과� 공부에서� 잠시� 떠나� 철학을� 공부하고� 교리교사 
자원봉사를� 했다. 이후 IWitness Conference에� 참가하고� 나의 
대부이신�곽�베드로�신부님께�고백성사를�한�후�기도를�하는�가운데 
생애�처음으로�성소의�부르심이�나에게�다가왔다. 이후 1달도�되지 
않아�나는�신학대학에�들어갔고�그때가 2013년이었다.

4. 어떠한사제가�되기를�소망하는가?

나는�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고� 친근한� 사제가� 되고� 싶다. 하느님 
나라를� 잘�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앞으로� 같이� 할 
신부님들과�내가�맡게�될�본당과�신자들로부터�많이�배울�수�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만들�수�있기를�바란다. 

catholicweekly.com.au에서�전체�기사를�참조하십시오.

Catholic Weekly News

Deacon John Jang’s interview.
1. Tell us about yourself
I was born in Korea and came to Sydney with my family when 
I was seven. I have an older brother and younger sister.
I didn’t become Catholic until I was in Year 5 – Dad became 
Catholic and the whole family converted with him and from 
then on we went to the Korean Catholic Church at Silverwater.

I studied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NSW and worked as an 
intern at Mt Druitt, Blacktown and Westmead hospitals.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Just hanging out with mates. I used to play a lot of soccer.
3. How did you become aware of your call to the priest-
hood?

After I went to World Youth Day in Madrid in 2011 I decided to 
take a break from medicine to study philosophy and volunteer 
as a catechist.
I went to the IWitness conference and after confession with my 
godfather Fr Peter Kwak, I prayed in the holy hour and the 
thought of priesthood came to me for the first time.
IT CAME OUT OF NOWHERE.

Within a month, I had applied for the seminary. I entered in 
2013.
4. What are your hopes for your priestly ministry?

I hope that I will be a priest who is faithful, prayerful and 
approachable. Someone who works hard for the kingdom of 
God. I just hope to learn from the priests accompanying me 
and the parishioners and people I will be asked to serve and to 
really make the most of the gift of faith God has given to me.

See full article at catholicweekly.com.au

견 진 을 � 축 하 합 니 다
“용기의�은혜가�가득하시길�기도�합니다.”

성명 세례명 성명 세례명 성명 세례명
김종무 바오로 정효인 안젤라

권오석 모세 김영순 마리아 김재영 소화데레사
김경진 베로니카 최인자 베로니카 이명희 클레어 
김범태 다니엘 정수경 로사 하지혜 요세피나
김수연 세실리아 이성옥 Simon 박은희 엘리사벳
김지혜 카타리나 Anna Lee Anna 최재철 펠릭스
김혜지 아가다 변은하 수산나 류일하 Elizabeth
남지승 플로렌티나 송지연 카타리나 정효진 안나
류아름 에스델 왕리지 소피아 김한솔 가브리엘라
박광민 바오로 정유찬 리아노 홍민아 보나 벤뚜라
박민규 베드로 김영신 베드로 박성원 엘리자베스
신은하 비비안나 이장욱 요셉
안보영 에스델 장덕순 제노베파 김현지 카타리나 
이다영 크리스티나 김성민 아드리아 최세인 이사벨라
이은섭 데니스 최근석 베드로 이현동 Laurence
전민호 세례자 요한 이은아 임마누엘라 김시은 레지나
정부중 그레고리오 김민희 비비안나 이지민 올리비아
정유경 아가다 신현수 스테파노 이소망 도비아
조성열 미카엘 방효정 에밀리아 김채은 리아
조인정 클레어 장현철 레온시오 이민수 Daniel

엄득도 젬마 구태현 안토니오
임정녀 브르짓다 유정민 오틸리아 이윤재 랄프코비
조기옥 데레사 신연선 엠마 문상우 루이스
조중길 빈첸시오 조부현 안드레아 천수민 엘리사벳
엄익태 바올 박영덕 대건 안드레아 이사랑 알렉산더
김지현 리베라따 김희영 베로니카 최진명 데이빗
이현숙 에리사벳 방현주 베로니카 이현진 Caroline
최북실 요셉 박은선 리오바 조민규 야고보
박남순 이사벨 김보영 율리아 문지현 Gracia
우순일 요아킴 박한욱 임마누엘 장혁준 루크
우순금 수잔 유성곤 Noel 김보아 보나
류희승 엘리사벳 전경자 노엘라 노지유 클라라
오연숙 프란체스카 박은숙 유스티나 김유진 마르타
강근자 카타리나 윤정인 카타리나 고영민 스테파노
유영숙 루피나 김승균 미카엘 이지우 보나
정규성 루피노 김수연 미카엘라 김해인 클라우디아
서인수 실베스텔 서고운 카타리나 김하람 라파엘
정정애 정 에리사벳 황현준 다니엘 김윤곤 세례자 요한
안인숙 Gertrude 강은진 스텔라 김영 미카엘라
권영애 아네스 서동남 다이애나 이희수 NINIAN
김영주 요안나 강유경 레아 이미효 샬롯
이순희 리디아 윤덕주 베드로 장윤호 미카엘
유병기 스테파노 노미영 세실리아 안은희 글라라
고춘선 실비아 김지은 미카엘라 임서린 카타리나 
정선희 아네스 김태화 아그네스 김혜연 엔젤라
박정순 데레사 신지혜 카타리나 국태빈 다니엘
이만구 바오로 임병기 바오로 최예원 크리스티나
김형주 안토니오 한은경 세실리아 이예진 바올라 
권영숙 마르타 윤리환 요셉 이승주 미카엘라
박동희 Macarius 천재훈 브루노 라이준성 요셉
김달영 루카 구경미 루피나 김호용 제노
김영탁 베드로 박수지 아이린 오윤정 크리스티나
정창완 스테파노 이은영 비비안나 차효재 카타리나 
이은영 베아트리체 한종호 베드로 임성원 젬마
양희란 유스티나 설선미 크리스티나 최유민 크리스토퍼
이영란 이사벨라 주선영 캐서린 김민재 라파엘
홍선영 베로니카 정진규 안토니오 박한나 베로니카
콴지순 엘리사 이진영 Sophia 이서진 안드레아
김승주 세실리아 한현경 로사 조안나 안나

남궁 명선 Agnes 황건하 토마스 남인서 세라피나
정법현 소피아 김보혜 카타리나

학생반

총 179명

시티반

일반 성인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