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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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1(나해) /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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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50      봉헌: 54, 211       성체:  158, 499      파견:  63

화답송:

제 1독서: 이사  2,1-5    제 2독서:    로마  10,9-18    복음 :  마태   2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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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85

교무금

$19,558.30

기타

$1,330.00

미사�참례수

소고기�콩나물�비빔밥
12구역

주일
봉사

■ 21, 28/10 1구역          ■ 4, 11/11 2구역          ■ 18,25/11 3구역          ■ 2, 9/12 4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564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민족들의�복음화를�위한�미사 (전교�주일)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유아 세례 신청
- 신청 마감: 10월 21일(주일)

- 세례 예정일: 2018년 12월 15일(토)

- 부모면담: 10월 29일(월) - 11월 2일(금) 오후 8시 (화요일 제외)

- 부모교육: 1차 11월 7일, 2차 11월 21일, 3차 12월 5일 (수요일)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구역장/반장 MT
- 날짜: 10월 27일(토) 

사목회의
- 일시: 10월 2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2019 한글학교 입학원서 접수
- 재학생 과 재학생의 동생들 대상원서 접수: 

   * 일시: 10월 27일(토) 오전 10 시 - 오전 11시

   * 장소: St Joachim Catholic School Lidcombe

- 신입생 접수

   * 날짜: 11월 3일(토), 11월 10일(토)

   * 접수시간 및 접수장소: 오전 10시 - 오전 11시, 리드컴 한글학교

                                           오후 3시 - 오후 5시, 실버워터 성당

아미쿠스 청년 캠프
- 접수: 10월 27일 토요일 청년미사 부터 선착순 100명

- 캠프 기간: 12월 14일(금) 오후 12시 -12월 16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WEC Centre (30 Nentoura Road, Morisset NSW)

- 참가비: $100 (Cash only) 

- 문의: 조성현 여호수아 (Josh) – 0450 050 455

성체강복
- 일시: 11월 1일(목) 오후 7시 30분

위령의날 미사
- 일시: 11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룩우드 한인 천주교 묘역

합동 위령미사
- 위령 성월을 맞아 최근 1년 사이에 가족을 잃으신 유족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 합니다.

    (미사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 일시: 11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합동 묘지연도
- 일시: 11월 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룩우드 한인 천주교 묘역

단체모임
- 10월 21일(주일) 글로리아, 홀리 패밀리, 독서단

- 10월 22일(월) 교리교사회

- 10월 25일(목) 성령봉사회

- 10월 27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10월 28일(주일) 카나 소공동체

- 10월 30일(화) 청소년 분과

- 11월 3일(토) 성모회

- 11월 4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ME, 연령회

2019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9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경향잡지, 마리아지 등)

- 신청: 10월 28일(주일) 부터

- 시간: 주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주임신부 교환 사목
- 주임신부님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성당 최병권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교환 사목이 있습니다.

- 기간: 10월 19일(금) - 10월 25일(목)

색소폰 동아리 모임
- 장소: 스타니슬라오 교육관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오후 6시

- 연락처: 서석태 스테파노 0414 827 342

한글학교 개교 30주년 자료수집
- 힌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1989년 9월28일, 개교 이후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참여하셨던 교우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신 한글학교 관련 

   사진들을 주시면 스캔한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한글학교 담당자 : 0403 066 470

                 성당 사무실: 8756 3333

김영애 젬마 수녀님, 남귀이 오메르 수녀님 휴가
- 기간: 10월 22일(월) - 10월 26일(금)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0월 28일)  양재봉 다니엘, 유종근 요한, 이도용 야고보,

    문석주 필립보,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민족들의�복음화를�위한�미사 (전교�주일)

레지오 마리애 피정을 마치고...

세례성사(입교성사) 화답송

 

견진성사 화답송

 

혼인 성사(혼배 미사) 화답송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화답송

 

위령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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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 ー ー ー 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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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업무시간

예수�그리스도께, 
사랑하는�예수�그리스도�찬미받으소서. 
냉담자였던�제가�다시�돌아올�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시�돌아온�제가�잘하고�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신앙이�생긴�건지도�사실�잘 
모르겠고요. 한�가지�제가�느끼는�것은�성체를�모실�때�말로�설명할�수�없는�진한 
감동을�갖는다는�것입니다. 그�느낌을�지인들과�나누고�싶어�주변의�쉬는�교우들에게 
열심히�회두�권면을�하고, 같이�성당에�나와�미사에�참여하면�한편으로는�기쁘고 
행복합니다. 미사�참례하면서�성체를�모시는�기쁨을�그들에게도�알리고�싶었는데 

그들이�그것을�느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저의�마음은�지금�힘들고�지쳤지만�예수님의�사랑으로�극복하려�하고�있습니다. 
제가�잘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냥�주님�안에서�평안을�찾고�있습니다. 계속�주님�안에서�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루피나 

†찬미�예수님, 
저는�매일�묵주기도를�드리면서�예수님을�만납니다. 레지오�단원으로, 성모님께서�예수님께�드리는�도움과 
협조를�따르는�기도이지요. 신앙인의�삶을�살고, 하느님의�영성을�믿고�따르는�것, 내�안에�계시는�하느님을 
알아차리고�이웃�안에�계시는�하느님을�알아차릴�때, 하느님은�우리를�통해�복음의�선포와�사랑을�주신다는 
것을�강의를�통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혹은�믿음�생활에서�나약해지고�익숙함에�빠져있을�때�세례�초심과�다짐을�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은�나를�인격적으로�관여하시고�교회로�초대�하심을�믿고, 하느님�사랑, 이웃�사랑, 세상의�모든�사랑이 
보일�때�나는�평화로워질�수�있다는�사실을�믿습니다. 
나는�오늘�다짐합니다. 아침�기도�후�복음을�읽고�말씀을�정하여�하루를�주님께�부끄럽지�않은�생활을�하며, 
저녁�기도�후에는�행동을�성찰하여�주님께�봉헌하겠습니다. 

손�안젤라

  
†찬미�예수님,
주님, 당신을�사랑합니다. 
이렇게�제가�작은�일상에서�벗어나�당신의�사랑을�교우들과�함께�나누고�느낄�수�있도록�불러주신�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레지오를�왜�하는지�왜�해야만�하는지�다시�한번�생각할�수�있는�시간이�되었습니다. 
과연�제가�레지오를�하지�않았더라면�주변에서�아픔과�괴로움에�슬퍼하고�있는�이웃들을�찾아�나서는 
발걸음을�옮길�수�있었을까요? 이런저런�핑계와�이유로�내�일을�우선으로�삼았겠죠? 
10년�넘게�레지오를�하면서�과연�나는�주변의�어려운�곳을�얼마나�돌아보았는지�되짚어�봅니다. 
남을�대할�때는�좀�더�정성스럽게�할�수�있었는데�하고�미안해하며�주님�얼굴을�뵙는�나�자신이�작고�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작고�죄�많은�저의�잘못을�용서해달라�청해봅니다. 
성모님의�군단으로서�더욱�열심히�봉사하며�살아보겠다고�다짐하면서�주어진�저의�자리에서�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원이�엘리사벳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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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국내/해외 전문

Cafe Carnarvon

Carnarv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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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WWW.FACEBOOK.COM/LEGENDIELTS
0475 071 111  최 요셉

������
�����

D&Y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민족들의�복음화를�위한�미사 (전교�주일) 민족들의�복음화를�위한�미사 (전교�주일)
2차�순교복자 1242 나눔�자료 (10월)

질문

1. 시작성가

2. 주님을�초대하는�기도를�합니다. 
▶ “이�자리에�주님을�초대합니다.”하고�모두�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3. 복음말씀을�듣습니다. 
    (루카 9,23 -26 : 성�김대건과�성�정하상과�동료순교자�대축일/ 9월 20일)
▶ 한�사람이�복음의�본문을�읽습니다. 
▶ 다른�분이�다시�천천히�읽습니다. 
    (듣는�사람은�자신이�복음의�현장에�있다고�생각하고�마음으로
     예수님을�바라보면서�복음을�듣습니다.) 

4. 침묵하며�묵상합니다.
▶ 2분�정도�침묵하며�성경말씀을�묵상합니다.

5. 목숨을�바쳐�주님을�사랑했던�순교자의�삶을�나눕니다. 
▶ 내가�뽑은�복자에�대해�약전의�본문을�낭독합니다. 
    (본문의�마지막�단락�시복�내용은�생략�합니다.)
▶ 간단히�소감을�이야기�합니다.
     (생략할�수�있음)
   
※ 소공동체�모임인�경우�반식구들이�한�달�동안�순교복자를�본받아
     실천할�사항을�정할�수�있습니다. 

6. 마무리�기도를�합니다.
▶ 자유기도를�바친�후�시복�시성기도�혹은�다른�기도를�바칩니다. 

7. 마침성가 (286번)

‘순교복자 1242 운동’을�전개하며...

‘순교복자 1242 운동’ 2차 

(9월 30일 - 10월 27일)

† 찬미예수님! 

우리 공동체는 한국 순교자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공동체의 사목지표는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깊고 강한 말씀의 증거자들이며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느님 말씀의 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길을 비추는 어둔 밤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작년 순교자성월에는 ‘순교 1032 운동’으로 한국 순교성인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 15일 순교자의 밤 행사 
개최하고 순교복자에 관한 성극을 공연하며 작년처럼 전교우를 
대상으로‘순교복자 1242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순교 1242 
운동’은 한 교우가 2분의 한국 124위 복자들 중 2분을 뽑아 
그분들의 약전을 통해 공부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본받자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이행하면서 모든 교우가 뜻 깊은 순교자 성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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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단계 (9월, 10월 소공동체 모임)
① 소공동체모임: 
     준비단계에서 각자 공부한 내용을 갖고 소공동체에 참여하여 
     순교복자 1242 나눔 자료에따라 모임을 지행 합니다.
② 가정.단체:
     순교복자 1242 나눔자료의 순서에 준하여 모임을 갖습니다.
③ 이 운동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써서 반장에게 
     제출합니다. 선택된 글은 주보에 게재하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눕니다.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Pope Francis celebrates the canonisation Mass for seven new 
saints in St Peter’s Square at the Vatican on 14 October. Among the 

new saints are St Paul VI and St Oscar Romero. PHOTO: CNS
         
Carrying Pope Paul VI’s pastoral staff and wearing the 
blood-stained belt of Archbishop Oscar Romero of San Salvador, 
Pope Francis formally recognised them, and five others, as saints 
of the Catholic Church.

Thousands of pilgrims from the new saints’ home countries ‒ Italy, 
El Salvador, Spain and Germany ‒ were joined by tens of 
thousands of others on 14 October in St Peter’s Square to celebrate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the holiness of men and women they 
already knew were saints.

The new saints are: Paul VI, who led the last session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its initial implementation; Romero, who 
defended the poor, called for justice and was assassinated in 1980; 
Vincenzo Romano, an Italian priest who died in 1831; Nazaria 
Ignacia March Mesa, a Spanish nun who ministered in Mexico and 
Bolivia and died in 1943; Catherine Kasper, the 19th-century 
German founder of a religious order; Francesco Spinelli, a 
19th-century priest and founder of a religious order; and Nunzio 
Sulprizio, a layman who died in Naples in 1836 at the age of 19.

In his homily, Pope Francis said that “Jesus is radical.”
“He gives all and he asks all; he gives a love that is total and asks 
for an undivided heart,” the Pope said. “Even today he gives 
himself to us as the living bread; can we give him crumbs in 
exchange?”

Jesus, he said, “is not content with a ‘percentage of love.’ We 
cannot love him 20 or 50 or 60 percent. It is either all or nothing” 
because “our heart is like a magnet ‒ it lets itself be attracted by 
love, but it can cling to one master only and it must choose: either 
it will love God or it will love the world’s treasure; either it will live 
for love or it will live for itself.”

“A leap forward in love,” he said, is what would enable individual 
Christians and the whole church to escape “complacency and 
self-indul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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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금) 5 구역 7-1반�반모임

대건관 건설사 선정 발표

10월 14일(주일) 미사�중�본당�건설�위원회가�지난�대건관�건설사 
입찰�공고�모집으로 22개�업체의�서류�심사를�마치고�선정한 3사와 

입찰 3차�심사  후�선정한�건설사를�주임�신부님께서�발표�하셨다. 
선정된�건설사는 Zadro Constructions이다.  

레지오 마리애 피정

13일(토) 부터 14일(주일)까지 Joseph's Conference Centre에서 
‘복되도다, 당신이�믿으셨으니' 란�주제로  열린�레지오�마리애 

피정에는 150여명이�참석해�의미있는�시간을�함께�했다. 
살레시오�수도회의�최성규�레오�신부님이�강사로�참석하시어�강의, 
영화�상영, 참회�예절과�고백성사�등으로�알찬�프로그램이�되었다.       

복사단 캠프

사진 - 이은영�카타리나

10.5대 주임신부님 환영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한인성당에서 
주임신부�교환�사목으로�오신�최병권 
대건안드레아�신부님을�환영�합니다.

신부님께서�빨간�모자(주교님)를 
쓰시기를�기도해�주십시요.

임기 1주일... ^_^

지난 10월 5일(금)부터 10월7일(주일)까지 2박3일간�김경수 
바오로�신부님과�남귀이�오메르�수녀님의�지도�하에�복사단 

캠프가�베네딕도�피정센터에서�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