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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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나해) / 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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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43/337      봉헌: 342, 220       성체:  175, 163    파견:  439

화답송:

제 1독서:     에제 2,2-5      제 2독서:    2코린  12,7ㄴ-10    복음 :  마르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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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9.85

교무금

$21,602.75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8, 15/7  4구역          ■ 22, 29/7  7구역          ■ 5/8 6구역          ■ 12, 19/8 8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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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14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14주일  (Fou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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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사목회의
- 일시: 7월 8일(주일) 주일미사 후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 대상: 사목위원, 재정위원, 구역장
- 안건: 2018-2019 예산안

병자영성체
- 날짜: 7월 11일(수)

전례분과 피정
- 일시: 7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 주제: 미사와 기도
- 장소: 성당
- 참여단체: 쌍투스, 글로리아, 병자영성체, 제대봉사팀, 헌화회, 해설단, 독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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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장 / 반장 교육
- 일시: 7월 22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단체모임
- 7월 8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7월 14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 7월 15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 7월 17일(화) 청소년분과
- 7월 21일(토) 꾸리아, 헌화회
- 7월 22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스트라스필드 버스 운행 안내
- 8월 첫째 주 주일부터 스트라스필드에서 성당버스 운행을 시행 합니다. 
- 오전 9시 30분에 스트라스필드 광장반대 쪽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혼인강좌 안내
- 대상 : 2018년 9월 - 2019년 1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 신청기간 : 2018년 7월 8일 ~ 8월 5일
- 일시 : 2018년 8월 12일 주일 12시 ~18시
- 장소 : 가브리엘 방 (변경시 개별 연락)
- 접수 :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와 신청비 50불과 함께
               신청바랍니다.
- 문의: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를 사랑하시는 모든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이남순 아네스 (0433 131 351)

HSC 수험생 부모 기도 첫모임
- 일시: 7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미카엘방)
- 문의: 김경수 바오로 신부 (0404 089 228)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일시: 7월 20일 (금) 오후 5시 미사 후 
- 어디: 순교자 기념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헌 안젤라)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장두원 요한 부제서품식 (12구역)
- 일시: 7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 연수날짜 : 7월 19일(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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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7월 월례모임
- 일시:7월 10일 화요일 오전10시
- 장소: Liverpool Golf Club 
- 회비:카트.음료수.간식 포함 $60
- 신청문의: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참여바랍니다.

청년 성령기도회 “샘”
- 열린기도회: 토요일 7시 30분 청년미사후 가브리엘방
- 이번주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Since God loved us so much,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
   (1 John 4:11)

전입자 명단
- 김하늘 첼리나: 서울대교구 -> 4구역 1반
- 송희진 안젤라: 서울대교구 -> 5구역 4반

선종
- 고 서성경 글라라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소고기�콩나물�배추국
성모회

시 드 니
청 년 성 서 
모 임
제 11 차
마 태 오
연 수

일 시
2 0 1 8 . 0 7 . 2 6 ( 목 )

- 0 7 . 2 9 ( 주 일 )

장 소
M t . C a r m e l

R e t r e a t  C e n t r e

대 상
마 태 오

그 룹 나 눔 을

마 친  청 년

접 수
2 0 1 8 . 0 6 . 0 9 ( 토 )

- 0 6 . 2 4 ( 주 일 )

문 의
양 은 주  아 가 다

0 4 3 3 9 9 8 7 2 8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14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4주일 화답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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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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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지를 순례하며

  5조�김�수미  안젤라 

†찬미�예수님.

벚꽃이�흐드러지게�피어난 4월�봄에�저는�제가�아는�하느님과 
우리의�선조가�순교하면서까지�지키려�했던�믿음의�하느님과는 
과연�무엇이�어떻게�다른가�라는�의문을�품고�순례의�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다�순례의�둘째�날�남한산성�순교성지�순례에서의�가르침은 
나를�뿌리째�흔들고�머리에�정을�맞은�듯�온몸이�다�아팠지요. 우리는�비록�이�시대에�목숨�건�순교를 
하지�않지만�그래서�요즘의�순교란 “마음먹은�것을�지켜내려는�마음이어야�한다”라는�신부님의�말씀이 
귀에�쟁쟁합니다. 

남한산성�순교�성지는�이곳을�끝까지�사랑하는�사람들이�품었던 “지킬�의지”에�대한�묵상부터 
시작된다고�합니다.

박해�시엔�남한산성으로�끌려들어�간다는�것은�다시�살아�나올�수�없다는�의미였다고�합니다. 300여 
명의�무명의�순교자들이�신앙을�증거한�남한산성�순교�성지는�오늘의�방문자들에게 “들어왔던�모습 
그대로�돌아가지�말라” 고�합니다. 대다수�남한산성의�순교자들께서는�당신들의�이름을�우리에게 
알려주지�않았습니다. 특히�이곳에선�처형해야�할�천주교�신자가�많다�보니�고안해낸�것이�물�적신 
한지를�거듭�덮어�질식시키는�백사지(도모지�형) 이라는�무자비한�형벌이�자행되었습니다. 

하느님은�숨�막히는�고통�속, 일그러진�얼굴을�보십니다. 과연, 우리는�숨통을�트이게�해주는�사람인지 
욕심으로�남의�숨을�막히게�하는�사람인지�자신을�돌아보고�기도해야�합니다. 

동쪽(하느님)을�향한�평생에�걸친�믿음의�발길이�멈추어�선�동쪽�시구문�밖�그�옆의�맑고�풍성한�계곡에 
육신은�버려졌지만, 우리의�선조들께는�시구문이�개선문이�되었습니다. 

세상의�기록과�하느님의�기록은�다르기�때문입니다. 과연�난�이�순례가�끝나면�어떻게�바뀔까? 신부님이 
순례의�목적이 “내�마음자리를�성지로”라고�하셨습니다. 다른�이들에게�나의�마음이�성지가�되어�조금씩 
조금씩�내가�변하고�우리가�변한다면�그�또한�순교의�순례에�한발�디뎠다고�할�수�있을까?

순교자들이�믿었던�하느님, 그분도�나의�하느님, 순교자와�함께�지킬�마음, 지켜야�할�사람들, 지킬 
약속들을�돌아보며�마음을�일으켜�세워�봅니다. 그러나�난�너무도�어리석은�양이므로�그저�끊임없이 
기도하며�하느님께서�저에게�자비를�베풀어�주시기를�갈구하나이다.

아멘.



연중�제14주일 연중�제14주일살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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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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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lic educators, parents, welcome review into 
smartphone use at school

NSW Catholic education authorities and 
parents have welcomed Australia’s first 
review into the use of smartphones and 
other devices by students while at school.
The state government review is a response 
to concerns about smartphones in schools 

and their links to child safety and cyberbullying.
Catholic Schools NSW (CSNSW) chief executive officer Dallas 
McInerney said the review was not only timely but “sensible and 
necessary.”
The prevalence of smart phones among students during school 
hours has introduced some benefits, along with distractions and 
threats which include cyberbullying and anti-social behaviour, 
he said.
“As education leader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understand how 
smartphones and other hand-held devices impact student 
learning and wellbeing, and to put in place any policies that are 
needed to help improve these situations,” he said.
The council is concerned that the prevalence of smartphone use 
among children and teenagers is a distraction during class time 
and has been shown to be linked to the rise in their rates of 
depression.
It also says mobile phone use during the school day can foster 
an over-dependence upon parents in younger pupils, but any 
decision to ban smartphones should be made at the school level 
based on the context of the school and in consultation with 
parents.
Dr Dan White, executive director of Sydney Catholic Schools, 
said that it considered smartphone use in schools as principally 
a tool for learning and communication, and that each school set 
its own policies.
He welcomed the review but said he hoped it will include all 
devices as well as the impact of social media platforms on 
students.
“Issues of cyberbullying and distraction come with all digital 
technology and social media platforms,” he said.
“Each platform has its own limitations as well as assistance with 
learning, but the nature of them can impact on the tone and 
frequency of communications.
“For example, a tweet, because they are written in shorthand, 
can be easily misinterpreted and sometimes cause distress in 
some students.”

The full article is in this week’s Catholic Weekly on 
catholicweekl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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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겨울�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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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 운동회

6월 30일(토) 본당�앞 Hume Park에서�한글학교 운동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다양한 종목의 경기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참여했다. 

6월 30일(토) 오후 2시, 유아�세례식을�통해�총 10명의�유아들이 
세례를�받고�하느님의�자녀로�새로�태어났다. 세례식�사진은 

flickr.com/sydneykcc/albums에서�다운�받을�수�있다. 

유아세례 좋은책 - 화해와�치유

이�책은�제목�그대로 ‘화해’와‘치유’를�다루고 
있다. 주변의�누군가가�못마땅하고�늘상 
인간관계가�꼬이는�것도�실은�나�자신과�화해하지 
못하는�데�근본�원인이�있다고�저자는�말한다. 
최우선으로�화해해야�할�대상은�주변의�그�누구도 
아닌�바로�자기�자신이라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먼저�자기�자신을�있는�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데, 여기서�자신에게�스스로 
설정해�놓은�기대치가�높으면�열등감�때문에 
괴로워지기�시작한다. 부족한�인간인�내가 

하느님처럼�완전해지고�싶은�마음, 이것이�곧�교만이다. 그러므로�이러한 
피정을�통해�아무것도�덧씌워지지�않은�본연의�자기�자신을�만나�그동안 
스스로에게�입힌�상처를�치유하는�계기를�만들어�보자는�것이�이�책에 
담긴�저자의�바람이다.

책�첫머리에서는�혼자서�피정하는�방법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홀로 
고요히�피정할�수�있는�장소를�찾아가는�것이�여의치�않다면�집에다 
조용한�기도�환경을�만들거나�본당�성체조배실을�이용할�수도�있다. 

열등감, 자존심, 상처, 치유, 사랑, 용서�이�모든�것에서�자유로울�수�있는 
사람이�과연�누가�있을까?

꼭�피정이�아니더라도�영적�독서�하듯이�강의를�하나하나�읽어�나가다 
보면�그동안�왜�그토록�스스로를�힘들게�하고�덩달아�가족과�가까운 
이들까지�힘들게�했는지�그�이유가�선연히�드러나는�것을�체험할�수 
있다. 

부담�없이�읽을�수�있는�작은�책에�깊고�풍부한�내용이�담겨�있다. 많은 
이가�이�책을�통해�묵상기도에�깊이�맛들이고�마음속에�계신�주님을 
만나, 자기�자신은�물론�이웃과�화해하는�크나큰�기쁨을�누리게�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송차선�신부
출처: 분도�출판사  가톨릭�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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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금) 1구역 5 반�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