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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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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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중단)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2020

사목지표

대건관 건축 소식

사목협의회 소식

구역 공동체 위원회 소식

sydneykcc.org

“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형용사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

“할래요” 실천사항

4월

대화에서 “그게 아니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할래요

미사 생방송 중계
youtube.com/sydneykccm

시드니 대교구장 주교님 부활 메세지 2020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불안하거나 
격리되거나, 직장을�잃거나, 그�밖에�어려움을�느낄�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감수성이�없는�것처럼�보일�수도�있습니다.

제가� 한때� 같은� 공동체에서� 지냈던� 잉글랜드의 
도미니코회� 수사님� 한분이� 이번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이� 유럽에만 18명� 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시드니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찾아� 뵐� 수도� 없습니다. 요양원이 
폐쇄되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주는지�알고�있습니다.

우리는�전에도�전염병을�겪어본�일이�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염병은 
지나갑니다.

성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이� 오고, 무덤이� 지나면� 새 
생명이�옵니다.

1919년�스페인�독감은�호주에서 15,000 명의�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고, 
사회와�경제도�살아나게�되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성당을� 폐쇄했고,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천주교� 역시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체성사를� 단식하고 
나서�돌아왔을�때에는�성전도�많이�지었고, 주일미사 
참석율도�두�배나�증가했습니다.

우리가�교훈을�얻는다면, 이�시간을�빨리, 더�강하게, 
더� 단결력� 있게, 더� 이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충분히�기대할만한�이유가�있는�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아온� 보건� 노동자, 이웃, 가족, 
사목자들의� 셀� 수� 없는� 이타적인� 봉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새로운�사목적�대안을�생각해�봅시다. 이러한�시간에 
신앙과�이상을�살아가는�사람들은�참으로�빛납니다.

부활� 성야� 미사� 때에는� 보통� 새로운� 부활초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밝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빛이� 되돌아오고, 희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빛으로부터� 각자의 
초를�밝힐�신자들은�없을�것입니다. 하지만�사람들은 
이미� 자선과� 기도� 안에서� 부활의� 빛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시드니�대교구장
Anthony Fisher OP

Dare we hope in a world 
that is suffering? It can 
seem impossible, even 
insensitive, to talk of 
hope when people are 
sick or dying, anxious or 

isolated, unemployed or otherwise burdened.
One of my Dominican brothers in England, 
with whom I once lived, died of COVID19 this 
week. 18 more Dominicans have it in Europe.
I can’t visit my own parents here in Sydney 
because their nursing home is locked down.
So I know something of the burden this 
epidemic is on people.
We’ve been through plagues before. Some 
have been devastating. But eventually they 
pass.
After Good Friday comes Easter, after the 
tomb new life.
In 1919 Spanish flu took 15,000 Australian 
lives. But we bounced back, and our society 
and economy prospered.
Though the pandemic had closed churches 
and stopped Masses, Australian Catholics also 
bounced back, recovering from their long 
Eucharistic fast by building many churches 
and doubling their practising rate.
There’s every reason to expect we’ll recover 
this time,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maybe 
stronger, more united, more idealistic ‒ if we 
learn the lessons.
Think of the countless acts of selfless service 
we’ve witnessed of late from health workers, 
neighbours, families, pastors. Think of the 
novel pastoral responses to this novel corona-
virus. In times like these people of faith and 
ideals really shine.
On Easter night the new Easter candle is 
normally lit and carried into the Church as a 
symbol of Christ, our light returned and hope 
restored. This year there’ll be no congregation 
to light their own candles from it. But already 
people are demonstrating Easter light in their 
works of mercy and prayer. God bless you and 
your loved ones in this strange but hol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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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형제자매�여러분! 부활�인사를�드립니다.

주님께서�코로나의�어둠을 
뚤고�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 마음속으로� 내게 “

교우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듯했습니다. 교우�여러분! 실로�오랫동안�여러분을�못 
뵈니�여러분이�많이�그립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헌화회, 
성모회, 주일�중식준비를�위한�성모회와�구역반원들... 
그날� 점심은� 정말� 맛이� 났어요. 토요일� 오후면 
어린이들의�떠드는�소리, 뛰어�놀고�있는�모습이�보고 
싶네요. 자녀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사랑을 
담아드리는� 자모회원들... 사랑하는� 우리 Amicus 
청년� 젊은이들의� 예쁘고� 식식한� 얼굴, 많이� 보고 
싶어요. 특히�샘�기도회의�기도하는�친구들, 미사�후 
늦게� 까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네요. 주일이면 
새벽� 같이� 성당에� 오셔서� 미사� 하시는� 부지런하신 
교우님들, 빵�하나�더�팔아서�어려운�이웃을�돕는�착한 
흰머리�소녀들...

아침부터� 미사� 때� 하느님께� 찬양드리려고� 목을 
다듬고�연습하는�쌍투스, 글로리아�성가대원들... 많이 
그리워합니다.

매주� 아침부터� 주일� 점심을� 함께� 하고자� 준비하는 
구역식구들과� 성모회원들� 얼른� 강복을� 드리고 
싶네요. 10시� 반� 미사� 후� 온� 식구들이� 왁자지껄하며 
중식을�하는�모습, 하루�속히�함께�밥을�먹고�싶어요.

중식� 후� 성당에� 모여� 기도하고� 모임을� 하는� 단체 
회원들의�열심한�모습들... 요한회, 안나회, 울트레아, 
연령회, 레지오� 평의회, 전례위원단� 회의, 요셉회, 
젊은� 부부들� 모임의� 카나. 홀리페밀리...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노구를� 이끄시고� 오시는� 사랑하는 
홍신부님과�아미쿠스�전례봉사자�여러분들�정말�보고 
싶어요.

주일에도� 일을� 하시면서도� 주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일 7시� 반� 미사에� 오시는� 교우님들... 제가� 요즘은 
미사�마치고�인사를�드릴�수�없어서�정말�뵌�지가�오래 
됐어요. 보고�싶습니다.

특히� 월요일� 저녁� 기도하러� 오시는� 레지오� 단원들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화요일� 성경� 그룹공부와 
나눔을� 하는� 젊은이들, 또�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화요일� 저녁� 모임, 수요일� 저녁 
성령기도회와� 레지오� 모임, 목요일� 은빛대학� 어르신 
학생들� 정말� 보고� 싶어요. 은빛� 학생들을� 위해� 맛난 
밥을� 늘� 해주시는� 은수저� 요리사들... 특별히� 은빛 
처장님을�비롯한�모든�선생님들! 너무�보고�싶고�같이 
점심�먹고�싶네요. 금요일�아침�레지오�단원들, 저녁 
레지오�단원들�얼른�만나고�싶어요. 

성당이�텅빈�거�아시죠?  가능하면�늘�함께�하고�싶은 
반모임!!!  암행방문도� 좋으니� 얼른� 반모임에� 가고 
싶네요. 실은� 제가� 신학교에서만� 있어서� 교우님들이 
사시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싶었어요.  
일종의�제�로망이죠. 

사랑하는�교우�여러분! 

이번� 성삼일, 특히� 오늘� 부활성야와� 내일 
부활대축일을� 꼭�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그분의�사랑이�얼마나�크신지, 그분의 
십자가� 길이� 얼마나� 처절하신지�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써� 우리� 가슴에도� 사랑을� 채우기로 
단단히� 결심하면서�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오늘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한인성당�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 
부활을�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유튜브 [매일말씀 10
분강론] 시간에� 매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본당 
주임사제인� 저에게 “부활� 선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활� 선물은� 이렇게라도 
영적� 연대를�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안에서�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안에서�사랑합니다.

평일미사�오전 9시 30분. 
주일미사�오전 10시 30분 
미사에서�만나요.

시드니�한인성당�주임�곽�승�룡�비오�신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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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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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전지역 판매

0419 030 826
Harry Park

국내/해외 전문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Suite 4D, Level 4, Redmyre House 
9-13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건물 4층)

모든�교우님들은�매일�밤 9시에�하시던�일�잠깐�멈추시고�주님의 
기도를�드립니다. 이때�신부님들 4분께서�강복을�드립니다.
지향: 
1. 바이러스�퇴치, 2. 세계평화, 3. 개인지향
주님의�기도는�금년�말까지�계속�합니다..
모두�건강하시고�평화롭기를�바랍니다. 

5월 매일미사책 안내
- 매일미사 5월호�부터는�당분간�한국에서�반입이�되지�않습니다. 
   따라서�성당에서�나누어�드릴�수�없게�되었습니다.
- 스마트폰�앱, 굿뉴스�등에서�매일미사를�보실�수�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방법

 
   

주임신부님�말씀 

찬미예수님. 곽승룡�비오�신부입니다.
정부의�새로운�지침이�있을�때�까지�우리�성당도�모든�미사�및�모임과 
봉사를�중단합니다.
다만�본당의�평일�미사는�오전 9시 30분, 주일�미사는�오전 10시 30분 
에� 신부님들이� 봉헌하고� 유튜브� 생방송됩니다. 본당� 유튜브� 체널 
http://youtube.com/sydneykccm 에서�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성주간 전례시간 안내
- 성주간�미사는 YouTube 에서�생방송으로�볼수�있습니다.
- 성삼일에는�오전 9시 30분�미사가�봉헌되지�않으며�성삼일�미사는
   다음과�같습니다.
- 4월 11일(토) 오후 8시: 부활�성야�미사
- 4월 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부활�대축일�미사

사무실 업무 안내
- 사무실은�당분간�운영하지�않으나�전화�또는�이메일로�문의�하실�수
   있습니다.
- 각종�증명서는�성당�홈페이지�또는�이메일로�신청할수�있으며�수령은 
  이메일�또는�우편으로�수령하실수�있습니다.
- 주보는�인쇄�하지�않으며�필요하신�분은�성당�홈페이지에서�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부님�추천서나�면담이�필요하신�분들은�전화�통화로�먼저�면담을 
  하여�주십시요.
- 성당�홈페이지�주소: www.sydneykcc.org
- 성당�이메일�주소: info@sydneykcc.org
- 성당�사무실�전화: 0404 089 227
- 주임신부님: 8756 3330 / 0404 089 229
- 김경수�바오로�신부님: 8756 3331
- 김재준�알베르토�신부님: 8756 3332
- 수녀원: 8756 3336 *  모든 예물은 따로 보관하셨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BSB 062 - 784 A/C Nmbe: 612 - 0301
Account Name

예물
교무금
봉헌금

감사헌금

Easter Offering

사순저금통

CO비영주권 대상자 
후원

*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격는 신자를 위한 
도네이션 

① PC 라고 기록해서 성당으로 보내주시면 호주 
카리타스로  보내겠습니다.
② 호주 카리타스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 Cheque: GPO BOX 9830,  
                    Sydney NSW 2001
- Credit Card: lent.caritas.org.au 
③ 온라인 입금이 어려운 분들은 하반기에 직접 
저금통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 송금 후 사무실 이메일로 신청내용을 
보내주십시오. (e.g. 생미사, 연미사, 연락처 등)
* 온라인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 메세지, 
구/반장님을 통해 먼저 미사를 신청해 주시고, 
상황이 나아진 후 사무실로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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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예물

이체 기제사항 및 유의사상
교무금 봉투번호
MA
지향하시는분 영문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