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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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나해) /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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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168       봉헌: 210, 217       성체:  164, 198    파견:  209

화답송:

제 1독서:   탈출  24,3-8      제 2독서:    히브  9,11-15    복음 :  마르   14,12-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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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5.30

교무금

$21,008.00

기타

$1,73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3/6  2구역         ■ 10, 17/6  3구역          ■ 24/6, 1/7  4구역          ■ 8, 15/7  5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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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소고기�배추국
3구역

교구 성체거동 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6월 3일(주일) 오후 2시 30분 Pitt St 와 Martin Place 에서  출발

- 성체거동 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 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 집합장소: 마틴플레이스 ANZ 은행 앞 광장

*** Martin Place 역이나 Wynyard 역에서 도보로 5분 ***

유아세례 부모교육
- 교리일정: 2차 6월 6일(수), 3차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 최종면담: 6월 23일(토) 오후 2시, 6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성체강복
- 일시: 6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병자 영성체
- 일시: 6월 13일(수) 

 

어르신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일시: 6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라파엘방

- 대상: 70세 이상 

- 신청: 성당 사무실

- 세례 예정일: 12월 22일(토)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오리엔테이션: 6월 30일(토) 오후 12시 성당

- 기간: 7월 7일(토) - 9일(월)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참가비: $110

- 인원: 선착순 100명

- 접수: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전/후 성당 앞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사제 인사이동
- 이준석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대전교구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쾌유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체모임
- 6월 3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연령회

- 6월 9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와선교, 복사 자모회

- 6월 10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6월 16일(토) 꾸리아, 헌화회

- 6월 17일(주일) 글로리아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접수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선착순 60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연수날짜 : 7월 19일(목) ~ 7월 22일(주일)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토) 청년미사 후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접수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선착순 25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오토하프 동아리 회원모집
- 오토하프 동아리 모임에서 노래와 악기 함께 하실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하실수 있습니다.

- 연락처: 윤 세실리아 0430 478 888

시드니 가톨릭 골프회 6월 월례모임
- 일시: 6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Liverpool Golf Club

- 회비: $60 (카트, 음료수, 간식 포함)

- 신청: 총무 -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영애 젬마 수녀님, 남귀이 오메르 수녀님 휴가
- 기간: 6월 4일(월) - 6월 8일(금)

전입자 명단
- 최영중 요셉 가정: 서울대교구 ->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 목동실 글라라 가정: 7구역 5반 -> 2구역 5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6월 10일) 최상엽 베드로, 송찬용 요한, 백범수 프란치스코,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선종
고 나종민 요셉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원에서 보여진 묵주 할머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화답송 (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화답송 (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화답송 (다)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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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Place 광장 Martin Place 광장

ANZ 

마틴플레이스 역

윈야드 역

최선애�안젤라

5월 7일�아침 5시 30분, 여느�날보다�약간�이른�시간에�눈이 
떠졌고, 이렇게�오늘�하루를�열어주신�하느님께�감사하며�아침 
기도를�시작한다. 어제�미사에서�묵주기도에�대해�수기를 
공모한다는�신부님�말씀도�떠오른다. 하지만�묵주기도를�이제�막 
하기�시작한�나로서는�딱히�할�이야기가�없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 
갑자기�한�달�전쯤의�한�장면이 '확'하고�내�머릿속을�스쳐 
지나간다. 

아침이면�늘�강아지를�데리고�집�앞�공원으로�산책하러�나가는데 
그날�아침은�확실히�특별했다. 아침�운동을�나오는�사람들과 

가볍게�인사를�나누곤�하는데�그날은�한�번도�본�적이�없었던�할머니�한�분이�묵주기도를�하며 
걸어오시는�게�아닌가. 특별한�것은�할머니�손에�들려진�그�묵주가�내�눈에는�너무도�선명하게 
보였다는�것이다. 그�순간 ‘아! 저렇게�묵주�기도를�하면�되겠네’ 하는�마음이�들었다. 

그럼�왜�그�순간이�그리도�소중하게�여겨졌을까? 
그것은�요�며칠�전 ‘신앙이란�무엇일까?’라는�질문을�나�스스로�던져보았던�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실망스럽게도�바로�답이�나오질�않았다. 그러면서�그동안�조용히�잠자고�있던 
묵주가�보이기�시작했다. 그렇게�성모님은�내게�한�걸음�더�가까이�다가왔고�그�다음날 
산책길에서부터�묵주가�동행했다. 아침�창공을�가르는�새들의�노랫소리와�함께�나의 
묵주기도는�이렇게�시작되었다. 처음엔�습관이�안돼서�묵주를�잃어버리고�나가는�날도�있었다. ‘
아차�어쩌지’ 하다가�마침내�나의�다섯�손가락이�묵주가�되는�묘안도�나왔다. 

주먹에서�주님의�기도가�시작되고�엄지부터�하나씩�펴고�다시�접히면서�성모송은�차질�없이 
척척�이루어졌다. 이런�내가�대견스러워서�입가엔�슬며시�미소가�새어�나오기도�했다. 아직은 
이렇게�서툴지만�지금�내가�드리는�이�기도가�세상�어디에선가�돌아가고�있을�그�한�알의 
기도와�맞닿아서�커다란�합창이�될�거란�믿음이�있다. 

우리의�마음을�온전히�쏟아내는�기도가�간절히�필요하신�하느님께�전해져서, 세상�많은�이들의 
마음을�움직이고자�기도가�간절히�필요하신�하느님께�전해져�세상�많은�이들의�마음을 
움직이고자�하시는�일에�자그마한�힘이라도�되고�싶다. 

그러면서�한�가지�깨달은�바가�있다. 공원에서�만났던�그�할머니는�결코�그날�처음�공원에�오신 
게�아니었을�것이란�사실이다. 내�마음속까지�다�읽고�계시는�하느님께서�그�할머니를�통해 
무엇인가를�내게�보여주시고자�하신�것이었다.

눈으로�보지�않은�것조차�순종하며�늘�지혜로운�어머님의�성심을�차곡차곡�닮아�나가려는 
마음으로�내일�아침도�묵주기도와�함께�열어가련다.

은총이�가득한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함께�계시다. 아멘...



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 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그리스도의�성체와�성혈�대축일   / 마르 14, 12 - 16; 22 - 26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99 626 555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질문

“그를�따라가거라.”(13)
▶ 주님의�일(봉사)을�하는데�나에게�안내자가�되어주었거나�내가
      누구에게�주님의�일을�하도록�안내했던�경험이�있습니까?

“거기에다�차려라.” (15)
▶ 주님께서�모든�것을�예비하여�주신다는�것을�체험한�적이
     있습니까?

“받아라. 이는�내�몸이다.”(22)
▶ 주님의�성체(영성체)가�나에게�특별하게�다가왔던�경험을
     나눕시다. 

“많은�사람을�위하여�흘리는�내�계약의�피다.” (24)
▶ 주님의�사랑이�진한�감동으로�다가온�체험이�있습니까?
▶ 내가�누군가를�위해�했던�희생�중에�기억에�남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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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활동토의 (예문)
※ 반�공동체에서�성당봉사활동�참여하기 
우리�본당은�주일에�점심식사를�제공하는데�이는 
구역소공동체에서�주로�봉사를�합니다. 우리구역이�점심식사를 
담당할�때는�우리�반�공동체에서�누가�어떤�일을�도울�수 
있겠습니까?
또�주보에�나오는�대로�구역별로�돌아가며�전례, 커피봉사, 
교중미사�후�청소를�합니다. 우리�구역이�이를�담당할�때�우리 
반에서는�누가�어떤�봉사를�할�수�있겠습니까? 

Walk with Christ 2018 Procession

This year the Walk with Christ Procession will be 
held on Sunday 3 June 2018. This year also marks 
the 200th Anniversary of Eucharistic Adoration in 
Australia. I warmly invite you and your parishioners 
to join in this walk. 

Participants will gather at the corner of Pitt St and 
Martin Place in the CBD at 2:30pm. The procession 
will conclude at the St Mary’s Cathedral Forecourt 
with Adoration and Benediction by 4:30pm. 

I look forward to walking with you, with Christ.

Message from Archbishop Fisher

어린이�세례�및�첫영성체�명단 - 총 36 명 (세례  15 명)

중고등부�최우수작 부속가 (성체�송가)

소공동체 반모임

5월 18일(금) 10구역 4 반모임

중고등부�국태호�마태오

1. 찬양하라�시온이여�목자시며�인도자신�구세주를�찬양하라.
2. 정성다해�찬양하라�찬양하고�찬양해도�우리능력�부족하다.
3. 생명주는�천상양식�모두함께�기념하며�오늘특히�찬송하라.
4. 거룩하온�만찬때에�열두제자�받아모신�그빵임이�틀림없다.
5. 우렁차고�유쾌하게�기쁜노래�함께불러�용약하며�찬양하라.
6. 성대하다�이날축일�성체성사�제정하심�기념하는�날이로다.
7. 새임금님�베푼잔치�새파스카�새법으로�낡은예식�끝내도다.
8. 새것와서�옛것쫓고�예표가고�진리오니�어둠대신�빛이온다.
9. 그리스도�명하시니�만찬때에�하신대로�기념하며�거행한다.
10. 거룩하신�말씀따라�빵과술을�축성하여�구원위해�봉헌한다.
11. 모든교우�믿는교리�빵이변해�성체되고�술이변해�성혈된다.
12. 물질세계�넘어서니�감각으로�알수없고�믿음으로�확신한다.
13. 빵과술의�형상안에�표징들로�드러나는�놀랄신비�감춰있네.
14. 살은음식�피는음료�두가지의�형상안에�그리스도�온전하다.
15. 나뉨없고�갈림없어�온전하신�주예수님�모든이가�모시도다.
16. 한사람도�천사람도�같은주님�모시어도�무궁무진�끝이없네.
17. 선인악인�모시지만�운명만은�서로달라�삶과죽음�갈라진다.
18. 악인죽고�선인사니�함께먹은�사람운명�다르고도�다르도다.
19. 나뉜성체�조각마다�온전하게�주예수님�계시옴을�의심마라.
20. 겉모습은�쪼개져도�가리키는�실체만은�손상없이�그대로다.
21. 천사의빵�길손음식�자녀들의�참된음식�개에게는�주지마라.
22. 이사악과�파스카양�선조들이�먹은만나�이성사의�예표로다.
23. 참된음식�착한목자�주예수님�저희에게�크신자비�베푸소서.
       저희먹여�기르시고�생명의땅�이끄시어�영생행복�보이소서.
24. 전지전능�주예수님�이세상에�죽을인생�저세상에�들이시어,
       하늘시민�되게하고�주님밥상�함께앉는�상속자로�만드소서.

이재진 사무엘 정은성 캐서린
김민용 레오 이재현 유스티노
진효진 에릭 김서진 클라러스
박세빈 유스티나 이종윤 라파엘 (세)
이재오 바오로 고균성 테렌시오 (세)
유승헌 마태오 심재민 펠릭스 (세)
정윤 라파엘라 김이안 안드레아 (세)
여태건  다니엘 심규림 프리스킬라 (세)
정이든 에단 이애나 마리아 (세)
임수정 크리스티나 이태현 안드레아 (세)
이예람 로즈 고운 크리스티나 (세)
황이녹 로셀리나 반지우 프란치스코 (세)
김민찬 미카엘 윤지아 안젤라 (세)
고준혁 아론 강은원 로사 (세)
조윤서 클로이 홍채리 세라피나 (세)
오승훈 라파엘 김예린 아네스 (세)
나영서 스테파노 이시연 요세피나 (세)
전수빈 조이 박소정 라파엘라 (세)

Rosary Reflection

Over the course of this month, I dedicated 20 minutes of my 
mornings to devote my prayers to Mary. 

Throughout the busy train ride, packed in the carriage like a 
pack of sardines, I was able to find peace praying the Rosary in 
the morning. Although people looked at me funny, I was able 
to ignore this and pray successfully. Surprisingly, this didn’t 
just help me spiritually but also came with a few helpful 
benefits.

Being at an all-boys school, mornings can be pretty hectic, 
struggling to get through the corridor to get to my locker. I felt 
safe and free from harm.

Coincidentally, this week was Naplan week. I personally felt 
more comfortable taking these nerve-wrecking exams with the 
thought that God and Mary were watching over me.

Overall, I believe that my short 3 weeks praying the Rosary has 
made me feel closer to God and I also felt proud of myself that I 
achieved my goal. Over the course of the week, I felt safer
and understood the real reason why praying is so important.

5월의�묵주�기도.

성모성월을�맞이하여�매일�아침 20분간�성모님께�기도를�바치게 
되었습니다.

일터와�학교로�가는�사람들로�가득�찬�아침�버스�안에서�묵주�기도를 
하기�시작한�후로�매일�아침마다�평화로움을�느꼈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이상하게�쳐다보는�사람도�있었지만, 시선들을�무시하고�기도를 
계속하다�보니�영적인�도움뿐만�아니라�제�생활의�모든�작은�일에도 
도움이�되었습니다.

남자�학생들만�가득한�학교�등교�시간은�늘�정신없고, 사물함으로�가는 
걸음이�험난하게�느껴질�때도�있었지만�기도로�시작한�아침은 
평화로움을�주고�성모님과�함께�하루를�시작하니�마음에�안정과�위로를 
느꼈습니다.

우연인지�저번�주에는 NAPLAN(읽기�수리�능력�평가) 시험을�보았는데 
불안한�마음과�두려움이�있었으나  주님과�성모님이�돌봐주신다 
생각하니�그냥�편안해졌습니다.  

짧은 3-4주간�묵주�기도를�하니�주님과의�관계가�더�가깝게�느껴졌고 
포기하지�않고�계속�기도한�나�자신이�대견했습니다.

매일�아침�묵주�기도를�한 5월은�마음의�평안을�느끼게�했고�기도의 
중요성을�깨닫게�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