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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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나해) /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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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51       봉헌: 50, 219       성체:  158, 178    파견:  202

화답송:

제 1독서:   이사  49,1-6      제 2독서:    사도  13,22-26    복음 :  루카   1,57-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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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43.05

교무금

$21,020.6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4/6, 1/7  5구역          ■ 8, 15/7  4구역          ■ 22/7  6구역          ■ 29/7, 5/8 7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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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요한�세례자�탄생�대축일 - 낮�미사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성�요한�세례자�탄생�대축일 - 낮�미사  (Solemnity of the Nativity of Saint John the Baptist)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 6월 24일(주일) 교중 미사 중

*** 6월 29일(금)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최종 부모면담 및 세례일정
- 최종면담: 6월 23일(토) 오후 2시, 6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구역장 /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일시: 6월 24일(주일) 미사 후 12시 2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6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교황주일 특별헌금
- 일시: 6월 30일(토)  - 7월 1일(주일)

초/중고등부 통합미사
- 일시: 6월 30일(토) 오후 4시 미사

*** 오후 5시 30분�미사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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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   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한글학교 운동회
- 일시: 6월 30일(토) 오전 9시 20분

- 장소: 성당 옆 Hume Park

한글학교 방학 안내
- Term 2 마지막 수업: 6월 30일(토)

- Term 3 첫 수업: 7월 28일(토)

주일학교 Term 2 방학 안내 
- Term 2 마지막 교리: 7월 7일(토)

- Term 3 첫 교리: 7월 28일(토)

성체강복
- 일시: 7월 5일(목) 저녁미사 후

교리교사회, 은빛대학 교사 피정
- 기간: 7월 6일(금) - 7일(토)

- 장소: Edmund Rice Retreat & Conference Centre (Winbourne)

             1315 Mulgoa Rd, Mulgoa NSW 2745 (4773 5555)

레지오 마리애 전단원 교육
- 일시: 7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성당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언제: 7월 20일 (금) 

- 시간: 5시 미사 후 

- 어디: 순교자 기념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헌 안젤라 (열린마음제 장)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감)

단체모임
- 6월 24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6월 25일(월) 교리교사회

- 7월 1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ME, 연령회

- 7월 7일(토) 성모희

- 7월 8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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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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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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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혼인 갱신식 (미사) 
- 일시: 7월 8일(주일)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 집전자: Archbishop Anthony Fisher
- 예약 문의: 사무실 또는 
                    LMFevents@sydneycatholic.org
                     전화예약: 9307 8404

결혼을�하신분은�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결혼 50, 55, 60 또는 65
주년, 해당자들은�사무실이나�위�연락처로�신청�바랍니다.  
신청자는 Anthony Fisher 주교님으로�부터�특별한�증명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 김미례 리디아: 9구역 3반 -> 9구역 1반

- 김혜리 마리아: 2구역 1반 -> 3구역 5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7월 1일) 임태혁 다미아노, 조준호 클레멘스, 리차드 요셉,  

   김재홍 베드로 샤넬, 조남영 아브라함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주님 봉헌 축일 화답송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화답송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화답송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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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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길에 만난 주님

산티아고�순례길�중�가장�널리�알려진�프랑스�길은, 프랑스�남부�마을�쌩장삐드뽀에서�출발해 
산티아고까지�가는 800km에�달하는�길입니다. 2011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 
세계청년대회에�참석한�저는, 기적과�같은�우연으로�그�길을�걸을�수�있게�되었습니다.

처음�며칠은�그저�군대�행군만�떠오를�뿐이었습니다. 16kg이�넘는�배낭을�메고�하루에 
20~40km의�거리를�걷는�것은 40도가�넘는�한낮의�무더위�속에�결코�만만하지�않았습니다. 
짧게는 4시간에서�길게는 9시간의�걸음�동안, 제가�할�일은�걷는�것�외에�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따금�다양한�순례자들을�만나�짧은�대화를�나누기도�하지만, 대부분�시간은�제 
발걸음�소리와�그림자와의�동행이었습니다.

‘묵주기도라도�하자.’ 무려한�시간�속에서�들었던�첫�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그�시작은 
하느님과의�대화나�의지, 혹은�의무�같은�것이�아니었습니다. 그저�순례길을�걷고�있으니�길�위에서�허비되는 
시간을�채울�최소한이란�생각이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기도를�시작할�때의�마음가짐도�그렇고, 순례�초반에�기도를�대하는�제�자세도�참�창피하고 
한심스러웠습니다. 하루�일과를�마치고�자리에�누울�때면�오늘은�묵주기도를 100단, 200단을�채웠다며�훌륭한 
성과인�양�숫자에�흡족해했습니다. 숫자에만�집중한�저는�어쩌면�단�한�단의�묵주기도도, 단�한�번의�성모송도 
제대로�바치지�못했는지도�모르겠습니다.

하지만�하루�이틀�시간이�흐를수록�기도는�제�걸음, 제�생활의�일부가�되어�평생을�안고�살아온�습관처럼 
자연스러운�행위가�되었습니다. 그리고�기도가�자연스러워짐에�따라�많은�것들이�달리�보이기�시작했습니다. 
작렬하는�태양과�숨을�죄는�듯한�더위에�지쳐�무거운�걸음을�힘겹게�옮길�때면, 고통의�신비가�제게�큰�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우리를�위하여�피땀�흘리심을�묵상합시다.’ 지금까지�단�한�번도�진지하게�생각해�보지�못했던�한 
마디, ‘예수님께서�우리를�위하여.’ 비록�예수님의�고통을�체험할�수도, 한�줌조차�공감할�수도�없지만, 그분께선 
당신을�위해서가�아니라�오로지�우리를�위해�당하신�고통을�묵상하니, 제가�겪고�있는�고통은�그저�기쁨을�위한 
작은�대가�정도로밖에�여겨지지�않았습니다. 그�길�위에�서�있고�걸을�수�있음에�감사할�때면�빛의�신비가, 
아름다운�풍경이나�새로운�사람들과�조우할�때면�영광의�신비가, 그리고�모든�순간에�환희의�신비가�밀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감사와�기쁨�속에서�순례를�이어가던�어느�날, 레온이라는�도시의�대성당에서�주일�미사를�드릴�때, 독일 
할머니�한�분께서�제�순례를�응원하시며�작은�엽서�한�장을�선물로�주셨습니다. 엽서에는�지친�모습이�역력한�두 
명의�순례자가�있었고�그�옆에�예수님으로�보이는�형상이�나란히�걷고�있는�그림이�그려져�있었습니다. 그�순간 
깨달을�수�있었습니다. ‘아, 나는�혼자�걸은�게�아니었구나. 이곳까지�무사히�올�수�있었던�건, 남들보다�빨리, 오래 
걸을�수�있는�체력이나�내�능력만으로�가능했던�것이�아니었구나. 기도와�함께, 그리고�그�기도�속에서�예수님께서 
항상�함께�해주셨구나.’

아직도�전�기도로�하느님과�대화한다는�것이�어떤�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언제�어디서든 
부모의�손을�꼭�잡고�있듯이, 이제�제게�기도는�아버지, 아빠이신�하느님의�손을�꼭�잡고�있는�것처럼, 당연하고 
마음�편해지는�것이�되었습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시티공동체�박인용�안드레아

해물�순두부
성모회



성�요한�세례자�탄생�대축일 - 낮�미사 성�요한�세례자�탄생�대축일 - 낮�미사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0403 278 022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03 278 022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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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해외 전문

6월 8일(금) 7 구역 4 반�반모임

6월 8일(금) 7 구역 4 반�반모임

연중�제 14 주일 (7월)   / 마르 6, 1 - 6
질문

“저런�지혜를�어디서�받았을까?”(2)
▶ 누군가를�하느님의�관점(시선)으로�바라보려고�노력했던�경우가
     있습니까? 

“저�사람은�목수로서�마리아의�아들이며...” (3)
▶ 과거의�모습에�얽매어�이웃이�잘하거나�달라진�무엇을�인정하기
     어려웠던�경험이�있습니까?

“고향과�친척과�집안에서만은�존경받지�못한다.”(4)
▶ 가까운�사람에게서�존중받지�못해�힘들었던�경험이�있습니까? 

“아무런�기적도�일으킬�수�없었다.” (6)
▶ 주위사람이�받아들이지�않아�무엇인가를�할�수�없어�속상했던
     적이�있습니까?
▶ 주위�사람의�격려로�무엇인가를�더�잘할�수�있었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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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활동토의 (예문)
※ 새�세례자�돌보기
최근 3년�안에�세례를�받은�사람들을�돌보는�일에�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인도하신�분, 대부모가�안부인사와�신앙대화 
등을�하신�소속�반장에게�알려�소공동체에�안내�할�수�있도록�하는 
것은�어떻습니까? 
그러면�인도하신�분과�대부모님은�새�신자와�대화하시고�소속 
반장에게�알린�다음�반모임에서�활동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빛대학 올림픽 및 종강

21일(목) 기념관에서�은빛대학�종강과�함께 
은빛�올림픽이�있었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1400차 회합

17일(주일) 아침 9시에 1400차�주회합을�가졌다. 
회합후�간단한�다과로�자축의�시간을�가졌다.     

사진: 이형우�스테파노

2018년�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기도의�날�담화
평화의�발걸음

우리를�위하여�모든�것을�아낌없이�내어�주신�주님의�크신�사랑을�기억하는 6월,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친구들을�위하여�목숨을�내놓는�것보다�더�큰�사랑은�없다.”(요한 15,13) 하신 
주님께서는�당신�스스로�십자가�죽음을�당당히�받아들이심으로써�우리�신앙인들에게�구원의�문을 
활짝�열어�주셨습니다. 감사와�찬미를�드리며�그�사랑의�초대에�응답해야�하는�우리�앞에, ‘민족의 
화해와�일치를�위한�기도의�날’이�겹쳐�있음은�매우�큰�의미가�있습니다.

전쟁의�상처와�아픔을�이겨�내고�사랑으로�화해와�일치를�이루기를�다짐하는�올해의 6월은�우리 
민족에게�더더욱�특별하게�다가오고�있습니다. 겨우 6개월�전만�하더라도�전쟁의�위기로�불안감이 
최고조에�다다랐는데, 새해�들어�기적과도�같이�평화의�바람이�불어오더니, 판문점에서�열린�남북 
정상�회담과�더불어, 예전에는�상상조차�어려웠던�북미�간의�역사적인�정상�회담이�전�세계인의�관심 
속에�감동적으로�진행되는�과정을�우리는�생생하게�지켜보았습니다. 이�모든�일은�위기의�순간에 
마음을�모아�지속적으로�함께�봉헌하였던�우리의�간절한�기도와�더불어�프란치스코�교황을�비롯한 
전�세계�교우들의�평화를�위한�기도의�연대가�있었기에�가능하였다고�생각합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강조하였듯이, 이제�대결과�갈등으로�이어진�긴장과�불안의 65년, 비정상적 
정전�체제가�끝을�맺을�때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이어질�종전�선언과�더불어�새로운�평화�시대를 
맞이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특별히�올해는�요한 23세�교황의�회칙 「지상의�평화」(Pacem in 
Terris)가�반포된�지 55주년이�되는�해입니다. 교황께서�회칙을�통하여�강조하신�것처럼 “지상의 
평화는�모든�시대의�인류가�깊이�갈망하는�것으로서�하느님께서�설정하신�질서를�충분히�존중할 
때에�비로소�회복될�수�있고�견고해지는”(「지상의�평화」, 1항) 것입니다. 세상의�질서, 힘의�논리를 
바탕으로�평화를�유지하려는�어리석음에서�벗어나야�합니다. “하느님은�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는�신앙�고백을�바탕으로�주님께서�약속하신�참평화를�이루고자�함께�노력해야�합니다. 
하느님의�창조�질서�안에서�생명과�평화의�발걸음을�내디딜�수�있어야�합니다.

새로운�길

지난 4월 27일, 남과�북의�정상이�손을�마주�잡고�판문점�군사�분계선을�넘나드는�모습과�도보 
다리에서�배석자�없이�함께�진솔하게�대화를�나누는�모습은�세계�많은�이들에게�큰�감명을 
주었습니다. 2014년�우리나라를�방문하셨던�프란치스코�교황께서도�말씀하셨듯이�한반도에서 
불어오는�평화의�바람은�세계�모든�분쟁�국가에�커다란�희망이�될�것임은�분명합니다. 이제�한반도가 
분쟁으로�말미암은�위험과�불안의�상징이�아닌�새로운�평화의�표징이�될�수�있도록�함께�마음을 
모아야�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후�이제�우리는�지금까지�한�번도�걸어�보지�못한�새로운�길을�가게�됩니다. 그동안 
불가능해�보였던�모든�일이�순차적으로�또는�동시에�이루어질�수�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65년의 
정전�체제를�끝내고, 비핵화와�평화�협정을�통한�새로운�상생의�시간들을�맞이할�수�있기를�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그�여정이�결코�순탄하지만은�않을�것입니다. 그러하기에�우리의�관심과�기도가 
더욱�절실히�필요합니다.

우리에게�주어진�새로운�복음화는 ‘평화의�복음’을�선포하고�증언하는�것입니다(「복음의�기쁨」, 239
항�참조). 사실�분단의�과정에서�우리는�끔찍한�전쟁을�경험하였고, 또�이념�갈등으로�상처와�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부정적�기억들이�마음의�완고함으로�자리하여�복음의�기쁨을�누리는�데�큰�걸림돌이 
되는�경우도�많습니다. “너희�몸에서�돌로�된�마음을�치우고, 살로�된�마음을�넣어�주겠다.”(에제 
36,26) 하신�하느님의�말씀을�기억하며�평화가�우리�마음을�다스릴�수�있도록�자신을�활짝�열어�놓을 
수�있어야�합니다.

“그리스도는�우리의�평화이십니다”(에페 2,14). 그리고�당신의�이름으로�두�사람이나�세�사람이 
모인�곳에는�늘�함께해�주십니다(마태 18,20 참조). 우리는�참평화를�안겨�주시는�주님�안에서 
평화를�구해야�합니다. 마음을�모아�함께�기도하는�것이�중요합니다. 기도로써�연대해야�합니다. 
지금까지�함께�바치는�기도로�놀라운�변화를�이루어�왔듯이, 평화를�향한�이�조심스러운�여정을 
공동체�기도로써�함께해�나갑시다. 

교우�여러분! 매일�저녁 9시에�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하여�주모경을�바쳐�주십시오. 우리�주교들도 
사제들과�함께�축복의�기도로�함께할�것입니다.

“그리스도의�평화가�여러분의�마음을�다스리게�하십시오”(콜로 3,15).

2018년 6월 25일�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기도의�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기헌�주교

6월 8일(금) 7 구역 4 반�반모임

Catholic Weekly News

Confession defence
The Archbishop of Sydney Anthony Fisher has supplied parish 
priests with talking points to help them defend the seal of confes-
sion as legislators around the country seek to strip the Church of 
its tradition of sacred trust.
South Australia and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have already 
passed laws to extend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to 
cover religious confessions.
Priests of Sydney have already assured parishioners that they will 
maintain the seal, explaining why it is important to do so, and 
reasons why breaking the penitential seal will not make children 
safer from abusers.
Fr Michel Whelan SM, parish priest of St Patrick’s Church Hill, 
where priests hear confessions for 35 hours each week, said that 
he did not believe the Church is above the law but that Catholic 
priests will resist any encroachment into the confessional.
“I’m not willing to do that,” he told the ABC.

“When the state tries to intervene on our religious freedom, 
undermine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be a Catholic, we will 
resist.” Fr Matthew Solomon, administrator of All Hallows Five 
Dock, has provided his own explanatory document to parishion-
ers so they can be “informed as best as possible so that you can 
be an apostle to those around you” and defend both child safety 
and the seal of confession.
Legislators made the changes in response to one of the 409 
recommendations of the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ised 
Child Sexual Abuse.
The change in law will affect the faith practice of Catholics, Ortho-
dox Christians, Mormons, and some Anglicans, Lutherans and 
Methodists.
In his note to Sydney’s priests, Archbishop Fisher maintained 
that an order to break the seal of confession when child abuse is 
disclosed will result in children actually being less safe.
“We all agree that the safety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s of 
paramount importance,” he wrote.
By undermining trust in priest-penitent confidentiality, he 
explained, priests have less opportunity to impress on the rare 
child abuse penitent the seriousness of their actions and duty to 
self-report to authorities, and less opportunity to impress upon 
victims the need to inform responsible adults after their confes-
sion.
Archbishop Fisher reminded priests that they are required “to 
resign themselves to punishment, even martyrdom, rather than 
break the seal of confession; the faithful likewise expect this of 
them”. 
The full article is in this week’s Catholic Weekly 24/6/18 and on 
catholicweekl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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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금) 9 구역 3 반�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