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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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남웅�스테파노, 이준석�사도요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강형숙�마리안나,
남귀이�오메르
최병훈�요셉

 2017. 10. 8(가해) / 제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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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61       봉헌: 210, 512, 217       성체:  174, 165, 499    파견:  271

화답송:

영성체송: 

제 1독서:  이사  5,1-7    제 2독서:    필리  4,6-9    복음 :  마태   21,33-43

당신을�바라는�이에게, 당신을�찾는�영혼에게�주님은�좋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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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1,607.55

교무금

$16,734.85

기타

$-

미사�참례수

육개장
성모회

주일
봉사

■ 8, 15/10  9구역          ■ 22, 29/10  10구역          ■ 5, 12/11  11구역           ■ 19, 26/11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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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10월 29일(주일) 미사�후 12시 30분�부터
- 구역장�회의: 오후 2시 40분�부터�가브리엘방

단체모임
- 10월 8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 10월 14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복사 자모회

- 10월 15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 10월 21일(토) 꾸리아, 헌화회

- 10월 22일(주일) 카나소공동체

2018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8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참소중한 당신, 경향잡지, 마리아지, 야곱의 우물 등)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 도서구입 안내
- 책을 주문하신 분들은 성물방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30분

2차 순교 1032 운동 
순교자 약전이 주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분은 그중 

하나를 뽑아가시어 묵상하시고 소공동체에서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사무장 임용
- 이순호 패트릭 (Part time)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0월 15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이기철 알렉스, 주형근 야고보, 

리차드 요셉, 김병국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건관 건립 교구장 승인
- 10월 4일(수) 시드니�대교구장이신�안토니오�피셔께서�대건관�건립�승인 
공문을�보내주셨습니다.

연중�제 27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임산부 축복식
-  날짜: 10월 8일(주일) 교중 미사 중

연령회 야유회
- 날짜: 10월 9일(월) 9시 30분 신부님 강복 후 10시 성당 출발

- 장소: 마운트 토마 보타닉 가든

- 접수: 9월 3일(주일) 부터 사무실 앞

- 회비: 연령회원 $10 / 비회원 $30

- 픽업장소: 이스트우드 양자강 앞: 오전 9시

                    스트라스필드 구 청록당 앞: 오전 9시

                    리드컴 커먼웰스 은행 맞은편: 오전 9시

병자 영성체
- 날짜: 10월 11일(수)  

열린 성령 기도회
- 일시: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미사후 
- 장소: 가브리엘방
- 진행: 박성준�세례자�요한�신부님

성모회 피정
- 날짜: 10월 13일(금) - 14일(토)
- 장소: St Joseph's Baulkham Hills 
            (64 Mackillop Dr, Baulkham Hills)

HSC 수험생 안수식
- 10월 14일(토) 5시 30분�미사�후

청년 성서 그룹 봉사자 피정
- 날짜: 10월 14일(토) - 15일(주일)
- 장소: Marymount Mercy Centre

주일학교 / 한글학교 개학
- 10월 14일(토) 

신입 복사 선서 및 입단식
- 10월 14일(토) 초등부�미사�중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
- 일시: 2017년 10월 15일 교중 미사 중

- 환영식: 미사 후 가브리엘방

*** 많은 선교 부탁 드립니다. ***

사목회의
- 10월 15일(주일) 교중�미사�후�미카엘방

2차 한국 성지순례
- 날짜: 10월 16일(월) - 23일(월)

은빛대학 개강
- 10월 19일(목)

 

연중�제 27주일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2017년9월, 시드니 한인 성당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께서 임하셨다.

2002년 성령묵상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나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 왔었다. 가끔 성령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으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해 왔었고, 그리고 가끔 기도회에서 

봉사를 부탁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다. 

이번은 성령묵상회에 회장님이 봉사자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하는수 없이 신청은 

하였지만, 내 개인적인 생활도 있어서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지도 신부님이 박성준 세레자요한 신부님이시라는 말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봉사자교육을 받으면서 신부님과 서울에서 온 자매님들의 강의를 듣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같이하여 주신 다는 것을 크게 느끼며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회개의 눈물들을 흘리면서 기쁨의 찬미를 부르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던 자매님도 묵상하고 면담하며 생활이 달라졌다고 기뻐하고, 항상 성령묵상회를 참석하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에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는 자매님, 그동안 지인들에게 소홀히 하며 주일미사와 매일미사를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며, 가끔 버겁고 힘들어서 건강을 청하면서 기도회를 다녔다고 한다. 

성령묵상회를 많이 참석은 하였었지만 자신은 신령한 언어를 못하여 평생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기쁨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친구와 온몸으로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서 언어가 터졌다고 기쁨에 넘쳐서 저에게 말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주님께 깊은 찬미와 감사기도를 

드렸다.

신부님께서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고, 많은 노인분들과 

젊은이들이 강렬하게 율동을 하면서 주님께 찬미드릴때 무척 기쁘고 주님의 영광이 시드니 성당안에 가득차 

있어서 무척 기뻤다. 성령묵상회를 신청해 놓고 많은 고민하다가 참석했는데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아 섭섭해 하는 

자매님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광을 같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또 성령묵상회를 참석 하면서 우리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신정희 오틸리아

                                                                (성령 기도회 매주 수요일저녁8시)

                                                                                       

연중 제27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27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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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묵상회를 마치며...



연중�제 27주일연중�제 27주일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순교 1032 모임�나눔�자료 (2차)

질문
1. 시작성가 (286) 
2. 주님을�초대하는�기도를�합니다. 
▶  “이�자리에�주님을�초대합니다.”하고�모두�돌아가면서�기도합니다. 
3. 복음말씀(루카 9,23 -26)을�듣습니다. 
▶ 한�사람이�복음의�본문을�읽습니다. 
▶ 다른�분이�다시�천천히�읽습니다. 
4. 침묵하며�묵상합니다.
▶ 1분� 정도� 침묵하며�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선택합니다.
▶ 내가� 선택한�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또렷하게 
외칩니다. 듣는�사람은�그�구절을�마음에�새깁니다.
5. 목숨을�바쳐�주님을�사랑했던�성인의�삶을�나눕니다. 
▶ 내가�뽑은�성인에�대해�소개합니다. 
    - 성인의�삶, 성인의�행적이나�말씀, 순교이야기�등
▶ 마음에� 간직하고� 싶거나� 닮고� 싶은� 성인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 
합니다
▶ 성인을�닮기�위해�한�달�동안�실천할�사항을�이야기합니다. 
※ 소공동체�모임인�경우�반식구들이�한�달�동안�순교성인을�본받아�실천할 
사항을�정합니다. 
6. 마무리�기도를�합니다. 
▶ 자유롭게�자유기도를�바칩니다. 
▶ 모임에서�발표한�성인을�부르며�성인�호칭기도로�마무리합니다.
     예) 성�정하상�바오로, 저희를�위하여�빌어주소서.
7. 마침성가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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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

Year 7 ~ 12

홍 진희 변호사
�L�L�M�.�M�T�a�x�.� �L�L�B�.�B�B�u�s

�B�u�s�i�n�e�s�s�,� �T�a�x� �&� �L�i�t�i�g�a�t�i�o�n�g� �L�a�w�y�e�r
�P�u�b�l�i�c� �N�o�t�a�r�y

302/160 Rowe St Eastwood

�(�0�2�)� �9�8�7�4� �9�9�8�7

30년 전통의 교민 1호 부동산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이재선 요안나 0401 521 118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만 4세부터 하는 코딩 수업!

Strathfield Plaza 0431 807 895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James Jin 제임스진
Sales Agent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www.gagahohoproperty.com

십자가�언덕

순교 1032 운동 (2차)

혼인과�가정을�위한�기도와�단식의�달 

시드니�대교구�에서는 10월�한달간을�단식과�기도의�달로�정했다. 아래�내용은 
교구청에서�보내온�마이클�케네디�주교님의�영상�메세지이다.

“우리는�지금�매우�중대한�전환점에�서�있습니다. 어떻게�말로�표현할�수�없는 
아주�아름다운�것, 그것은�바로�결혼, 그리스도교�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마이클�케네디�주교입니다.

여러분들도�아시겠지만�결혼�생활과�가정�생활은�넘치는�사랑과�큰�행복의 
원천으로서�우리에게�진정한�축복이�됩니다. 하지만�우리�모두가�경험했듯이�가정 
생활은�어려울�수�있습니다.

가정은�일상적으로�다가오는�갈등이나�곤경에�직면합니다.

저는�호주�가톨릭�주교단을�대표하여�저희가 10월에�시행하는�혼인과�가정을�위한 
기도와�단식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왜냐�하면�가정이�우리의�기도와�하느님의 
은총을�필요로�하기�때문입니다.

성경말씀과�교회�역사에서는�공동체가�함께�기도하고�단식할때�기적이�일어난 
많은�사례를�충분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성당에서, 우리�학교에서, 그리고�우리�가정에서�함께�기도하고 
단식을�하도록�합시다.

그리고�다른�교회�구성원들도�초대합니다. 모두�함께�우리의�가정을 
축복해주시도록�주님께�간청합시다.

그리고�물론�나라의�지도자들을�위하여�특별히�단식과�기도를�합니다. 그들이 
하느님께서�계획하신�혼인을�유지시키도록�기도합니다.

10월에  함께하는�혼인과�가정을�위한�기도와�단식운동에�다함께�참여�합시다.

주님의�축복이�여러분과�가정에�함께�하기를�바랍니다.”

주교님의�영상은�아래�링크나 QR 코드로�찾아�보실수�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7VEuKSHdKd3bmVFNE5BdmwtNms/
view?usp=sharing

 2차 (9월 24일 - 10월 28일)

10월 1일과 8일 주일 미사 봉헌시간에 성인약전 1부를 뽑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모임을 준비 합니다.

10월 소공동체 모임이나 가정에서 각자 준비된 내용을 나눔자료 

(주보3면)를 참고하시어  기도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성인의 삶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 단위로 실천사항을 

정하고 한 달 동안 실천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잘 정리하여 반장에게 

제출합니다.  선택된 글들은 주보에 게재하여 본당 공동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눕니다.  

10월�두째�주�기도�지향 - 곤경�중에�있는�혼인과�가정의�치유와�평화를�위하여 

탈출기 연수복사단 캠프

지난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2박3일간�이준석�사도요한�신부의 
지도�아래�복사단�캠프가�베네딕도�피정센터에서�있었다.

탈출기 연수
본당 친교 골프 대회

2일(월)에는�본당�친교�골프�대회가 1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Penrith 골프�클럽에서�개최됐다

* 사진과�동영상은 flickr.com/kccsydney/albums
에서�보세요.

탈출기 연수PNG 의료 봉사단 발대식

1일 (주일) 교중�미사�중 2일부터 8일까지�파푸아�뉴기니아로 
의료봉사�파견을�떠나는 20명의�제4기�봉사팀에�대한�뱔대식이 

있었다.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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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  

★★★실버워터★★★

지난 4일(수) 한가위를�맞이하여�한가위�합동�위령미사가�있었다. 
미사�전�조상들을�위한�연도가�있었고�미사�중�분향이�있었다.

탈출기 연수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미사

7일(토) 9시�묵주기도를�시작으로�파티마�성모님�발현 100주년  
기념�미사를�봉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