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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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남웅�스테파노, 이준석�사도요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강형숙�마리안나,
이정화�델린다
최병훈�요셉

 2017. 2. 5 (가해) /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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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21        봉헌: 220, 216, 513        성체:  180, 151, 172       파견: 2

화답송: 

영성체송: 

제 1독서:  이사  58,7-10     제 2독서:    1코린  2,1-5       복음 :  마태   5,13-16

연중�제5주일

주님께�감사하여라, 그�자애를, 사람들에게�베푸신�그�기적을. 그분은�목마른�이에게�물을�주시고, 굶주린�이를 
좋은�것으로�배불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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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테파노�신부), 8756 3332 (이�사도요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강�마리안나�수녀, 이�델린다�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661.30

교무금

$19,553.05

기타

$275.00

미사�참례수

콩나물�비빕밥
(9구역)

주일
봉사

■ 5, 12/2  3구역      ■ 19, 26/2  4구역      ■ 5, 12/3  5구역   ■ 19, 26/3  6구역   ■ 2, 9/4  7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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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단 졸업 
- 날짜: 2월 5일(주일) 9시 미사중

- 10학년 복사단이 마지막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 그동안 수고한 복사단 졸업생 및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받아들이는 예식 (기쁨반)
- 일시: 2월 5일(주일)  교중미사 중

- 구역장/반장, 대부모 만남: 12시 30분 성당

- 구역장/반장, 대부모님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병자 영성체
- 날짜: 2월 8일(수)

성모신심 미사
- 날짜: 2월 11일(토)

이정화 델린다 수녀님 환송식
- 날짜: 2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그동안 수고해주신 델린다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한국 성지순례자 모임
- 일시: 2월 12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제 30차 혼인강좌 신청
- 일시: 2월 12일 주일

- 장소: 본당 순교자 기념관 가브리엘 방

- 대상: 2017년 8월까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 신청기간: 1월 22일(주일) - 2월 5일(주일)

- 신청비: 커플당 50불

유아세례 대상자 접수
- 날짜: 2월 1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 면담: 2월 13일(월) ~ 2월 17일(금)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3월 25일(토)

주일학교 신입 교리교사 교육
- 기간: 2월 18일 (토) - 3월 25일(토) 매주 토요일 

- 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첫영성체 교리 접수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접수기간: 2월 19일(주일)까지

-접수장소: 본당사무실

-부모교육: 2017년 3월 4일(토)-6월10일(토) 오후 2-3시 마태오방

*접수기간�이후�신청은�받지�않으니�참조�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 자모 첫 모임
- 일시: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마태오방

예비신자 입교식
- 날짜: 2월 26일(주일) 교중미사 

** 많은 선교 부탁 드립니다. **

단체모임
- 2월 5일(주일) 전례분과, 홀리 패밀리, ME
- 2월 11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복사자모회
- 2월 12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 2월 18일(토) 꾸리아, 헌화회, 자모회
- 2월 19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청년 반주자를 구합니다
- 봉사내용: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7시30분 미사)
                   영어미사 (주일 오후 5:30분 미사)
- 피아노, 오르간, 전자키보드, 기타 등 악기로 성가반주  가능한 분을 
찾습니다.
- 토요일 미사 문의: 깐따빌레 성가대 단장 - 성창우 대건 안드레아 
(0425 282 428)
- 청년 연합회회장 - 서인호 알퐁소 (0433 569 470)

성지가지 수거
- 성당 현관 수거함
- 2월 26일(주일)까지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2월 12일) 차량봉사 하시는 최상엽 베드로, 송찬용 요한,   
임인환 포레스트, 장병일 엘리지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과�봉사에�대한�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사제 인사발령
- 호주 어학연수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 2018년 제2보좌 부임 예정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휴가
- 기간: 2월 6일(월)  - 11일(토) 까지

전입자 명단
- 진성권 마카엘 가족 (1구역 1반)
- 윤덕주 베드로 가족
*** 환영합니다. ***

구역 전출입
- 주옥 글라라: 3구역 6반 --> 9구역 3반
- 김광훈 안드레아 코르시오: 7구역 3반 --> 5구역 6반
- 장영숙 헬레나: 5구역 3반
- 박준 요셉 가족: 2구역 4반

신립수구분

금주

누계

신립�금액 납부�금액
(개인/가족�신립)

기타�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1월 23일 -  1월 29일)

645 $756,000

$-

$583,909

$100- $12,415

$121,074

 기타: 감사헌금: $415, 울뜨레아, $2000, 

           어번상우회 류병수 회장: $10,000

연중�제5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사진: 2015년 12월�양로원�방문

이준형�마르티노 (청년�레지오)

안녕하세요? 정의의� 거울 Pr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준형�마르티노입니다 

현재� 중고등부� 교사회를� 맡고� 있는� 김규동� 바오로 
형제를� 통해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형제가 
매주�양로원을�방문해서�봉사하는�모습이�제가�레지오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레지오가 

추구하는�사회봉사는�처음�저를�레지오로�이끌고�지금까지�활동하게�하는�이유인�것�같습니다. 

저희� 정의의� 거울� 쁘레시디움은� 단원들� 각자� 리드컴� 또는� 로즈힐� 양로원에� 계시는� 한인� 노인분들을 
방문합니다. 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도�별로�없고�기쁘게�해드릴�수�있는�것이라곤�과일이나�다과를�준비해 
가는�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 그분들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고, 정말�감사하게�느낍니다.

이뿐만�아니라, 2년전�다른�청년�레지오들과�함께�크리스마스�캐럴을�부르기�위해서�한인양로원에�방문한�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시간을� 내서� 함께� 연습을� 한� 후� 부족하지만� 정성껏�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방에서�캐럴을�부르고�있을�때�한�할머님께서�눈물을�닦으며�앉아�계셨습니다. 캐럴�합창이�끝나고 
듣기�창피할�정도로�모자랐던�저희�캐럴에�그�할머니께선�옛날에�그분께서�지휘하신�합창단이�생각나서�눈물이 
났고�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해주셔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한없이� 베푸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경험들이� 개인� 성화를� 위한� 노력과� 기도의 
밑거름이�되는�것�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버림받은� 반려견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호소에� 가서� 산책시켜주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단원들이�주말에�같이�모여�강아지�산책을�시키니�서로�관계가�더욱�돈독해지는�좋은�경험이었으며�기분도 
좋아지는�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기도를� 실천하고� 개인� 성화를� 조금씩� 성취해가는� 느낌이� 제가� 레지오를� 다니는� 원동력이 
되어�같이�활동을�하면서�레지오�단원들도�영적으로�같이�성숙해가는�모습을�보면서�자랑스럽고�뿌듯합니다.

봉사를 통한 성화

대

연중 제5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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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전문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30%ff 
discoverycollege.com.au / 1300 30 50 90 / 층

드리

Year 7 ~ 12

연중�제 5 주일   / 마태 5, 13 - 16

질문
“너희는�세상의�소금이다.” (13)
▶  신앙의�삶이�흔들리거나�가정이�위기에�처했을�때�소금의�역할을�한 
사람은�누구였습니까?

“소금이�제�맛을�잃으면” (13)
▶ 가정(교회, 사회)에서�나를�살�맛�나게�해�주었던�일들(혹은�사람)은 
무엇(누구)이었습니까?

“너희는�세상의�빛이다.” (14))
▶  나의�인생길에서�어두움가운데�빛이�되어준�사람이�있습니까? 혹은 
내가�타인에게�작은�빛이�되어주려고�노력했던�경험이�있습니까?

“너희의�착한�행실을�보고” (16)
▶  누군가의�착한�행실을�보고�하느님을�느끼게�되거나�신앙이�더욱 
성장한�경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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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활동토의 (예문)
※ 2017년�본당�공동체, 구역, 반�공동체�활동이나�행사에�대하여
새해� 본당의� 사목지표는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부제는 ‘하느님의�말씀이�우리�일상의�삶에서 
힘을�발휘하도록�합시다.’입니다. 본당�공동체에�도움이�되는�행사나 
활동� 그리고� 건의� 사항을� 나누고� 우리� 반�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나 
활동을�계획합니다.  

11A Linden Grove, Ermington T.7900 7435
이지영 젤뚜르다 0412 074 885

가톨릭�상식 - 유아세례는�부모의�의무설�합동�위령미사

28일(토)10시 30분부터� 합동� 연도가� 있었으며� 연도� 후� 위령미사가 
봉헌되었다. 고국의� 명절인� 만큼� 가족� 단위의� 참례가� 많았으며, 미사� 후 
간소한�떡을�나누며�설날의�즐거움을�함께�나눴다.

사목위원�임명 

29일(주일) 교중�미사�중�주임신부님께서�사목�부회장�겸�남성�총구역장을  
맡게�된�박재현�헨리코�형제님에게�임명장을�수여했다.

묵상의�씨앗 - 공감하는�공동체

2016년�후반기 (7월-12월) 재정현황보고

그림을�보며�묵상한�내용�또는�떠오른�느낌을�보내주세요. 
사무실에 “홍보분과�앞” 또는 sydneykcc.pr@gmail.com

 세상의�빛 - 온화 作

이준석�사도요한�신부

미등록�교무금�봉투�번호

유아세례는� 아이가� 자발적인� 의지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나중에�아이가�커서�열심히�신앙생활을�하는데�나쁜�영향을�주지 
않을까� 염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훗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신앙생활의�중요성을�제대로�느끼지�못했기�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여�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량식품을� 먹지� 못�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의� 영적건강을� 위한 
신앙생활에�있어서도�자녀의�자발적인�바람과�의지와는�상관없이�좋은 
것을�주는�것이�또한�부모의�의무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물론� 순수하고 
깨끗한�모습이지만�그들�역시도�세례를�통해서�하느님의�자녀로�새롭게 
태어나야�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출생�후�가까운�시일에�아이에게 
세례를�베풀지�않는다면�교회와�부모는�그�아이가�하느님�자녀가�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유아세례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사실을�잘�알아야�할�것입니다.

상기�교무금�봉투를�사용하시는�교우분들은�교무금
신립�신청서�제출�여부를�사무실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60 169 412 694 890 1149 1467 1686 2031
61 170 420 695 915 1205 1472 1687 2032
62 191 420 696 916 1206 1494 1701 2033
63 192 454 734 924 1220 1495 1726 2034
73 193 457 742 965 1272 1503 1727 2035
97 194 459 796 966 1296 1522 1878 2040
98 245 460 799 978 1296 1535 1911 2041

117 246 462 815 995 1359 1552 1961 2112
127 306 476 816 1026 1410 1553 1962 2121
142 307 494 831 1031 1411 1566 1968 2650
161 343 498 832 1045 1438 1567 1969 2675
162 383 526 838 1065 1439 1615 2004 2676
163 384 554 872 1066 1461 1624 2006
164 387 638 883 1137 1466 1653 2007

CDF 배당금 $11,550
CCIL 보험 배당금 $467

장례 감사헌금 $9,300

$61,354
지출 합계 $578,757

성당종합보험 $27,037

대출금상환비

비자관련비 $7,666

$15,937

$15,323

$55,695

음향시설유지비

사제관 수년원관련비

$35,969

$15,105

$3,534

$1,650

$1,541

$64,552

$27,565

$258

$6,874

$50,478

$25,487

성당보수 유지비

환경미화비

여행교통비

신자복리비

기타잡비

인쇄출판비

문구관련비

전화통신비

고용인건비

차량관련비

제세공과금

행사관련비 $29,007

지   출
전례관련비 $11,811

$70,159
선교활동비 $25,008
사회복지비 $26,746

결산후 -$42,208

수   입
교무금 $497,143
시설 사용료(혼인, 장례) $5,400

광고수입 $12,250
은행이자 $439

수입 합계 $536,549

40주년행사비

교육관련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