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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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8(나해) /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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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성가:  입당: 48      봉헌: 511, 221       성체:  156, 197       파견:  436

화답송:

제 1독서: 다니  12,1-3    제 2독서: 히브  10,11-14.18    복음 :  마르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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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5.35

교무금

$20,663.95

기타

$1,700

미사�참례수

영양백숙
1구역

주일
봉사

■ 18,25/11 3구역          ■ 2, 9/12 4구역          ■ 16, 23/12 5구역          ■ 30/12 6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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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33주일 (세계�가난한�이의�날)  (Thir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사목회의
- 일시: 11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마리아 수녀님 (시티 공동체) 송별미사
- 일시: 11월 18일(주일) 9시, 10시 30분 미사

10구역 야유회
- 일시: 11월 18일(주일) 주일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외방선교 후원자 모임
- 일시: 11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가브리엘방
- 내용: 특강 및 나눔
- 강사: 윤기호 요셉 신부님

성령봉사회 미사 및 대림 기도의 밤
- 일시: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 기도의 밤: 성령봉사회 미사 후 - 오후 11시
- 장소: 성전
- 대상: 전교우

그리스도 왕 대축일 청년 기도회
-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 대상: 모든 청년
- 시간: 11월24일(토)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성전
- 문의: 0434 546 520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일시: 11월 25일(주일) 미사 후 12시 2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2018년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나라
- 일시: 12월 1일 (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주차장
- 문의: 윤주연 마리아 (행사장) 0433 930 906
             송민상 프란치스코 (교감) 0430 003 273

대림특강 - 대림시기 영성생활
- 일시: 12월 5일(수) - 6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전신자)
             12월 8일(토) 오후 7시 30분 청년미사 중 (청년)
             12월 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전신자)
- 강사: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살레시오 관구장)

울뜨레아 피정
- 일시: 12월 8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St. Joseph’s Baulkham Hills
- 지도신부: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 대상: 꾸르실리스따 
- 피정비: $30
- 준비물: 타이슬링, 길잡이, 묵주, 성경
- 문의: 0403 582 822 / 0423 374 842

아미쿠스 청년 캠프
- 캠프 기간: 12월 14일(금) 오후 12시 -12월 16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30 Nentoura Road, Morisset NSW 2264)
- 문의: 조성현 여호수아 (Josh) – 0450 050 455

연중�제33주일 (세계�가난한�이의�날)

사무실
업무시간

연중 제3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3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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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 찬미�예수님
오늘�평신도�주일을�맞아�부족한�저에게�이�자리에서�여러분께�말씀을�드릴�수�있도록�배려해 
주신�주임�신부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평신도�주일은�우리�평신도들이�자신의�사명을 
더욱�잘�깨닫고�더욱�잘�수행하도록�하기�위해�특별히�제정된날입니다.
오늘날�교회�안에서�우리�평신도들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우리�일반신자들은 
더�이상�교회�성장의�아웃사이더, 즉�구경꾼들이�아니라�교회�성장을�이끌어가는�주도자로서 
성직자, 수도자들과�함께�적극적으로�참여해야�합니다. 따라서�오늘, 평신도로서�저희가�함께 
성찰하고�실천해야�할�두�가지를�나누어보고자�합니다.

첫�번째로�우리�평신도들은�마음을�같이하여�서로�협력해야�합니다.

사람의�몸은�여러�지체들로�구성되어�있어서�어느�하나라도�중요하지�않은�것이�없습니다. 각�지체마다�역할이�달라�한 
지체가�기능이�저하된다든지�정지되면�정상적으로�활동할�수�없게�됩니다.
이와�마찬가지로�교회도�똑같습니다. 때문에�우리�교회는�서로�소망하는�아름다운�사랑의�공동체를�이루기�위해�모든 
지체를�소중히�여기고�차별함이�없도록�주의해야�하며�또한�서로�마음을�같이하여�협력해야�합니다.
그러기에�우리�평신도들은�마음을�모아�우리�본당의�운영과�발전을�위하여�재정에�협력하고�좋은�의견을�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교회의�발전을�저해하는�행동을�하거나�교회�재정에�무관심�하고�아니면�교회의�물건이나�재산에�피해를 
주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우리�각자�바로�옆에�앉아�있는�서로를�바라봅시다.

우리가�서로를�살펴보면, 신앙의�정도도�각각�다르고, 성격도�개성도, 교육정도도�서로�다른�사람들이�모였습니다. 취미도 
관심도�얼굴�생김새가�다�다른�사람들이�모였습니다. 하지만�우리는�하느님의�은총인�세례성사로�한�형제와�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드니�한인천주교회는�패딩턴에서�첫�미사를�봉헌한�뒤 42년이�지나�그�역사를�살펴보면�책으로�묶어도�될 
정도입니다. 그동안�우리�본당�안에는�수많은�봉사직과�단체가�생겼습니다. 그�많은�단체와�봉사직은�교회�안에서�맡은 
역할이�다르고�그�행하는�일의�특수성이�다를�뿐�어떤�특정한�단체나�그�일이�더�특별하고�중요하다고�할�수�는�없습니다. 
우리가�교회�안에서�하는�일들이나�맡은�직분은�교회에�오래�다녀서�하는�것도�아니고�뛰어나서�하는�것도�아닙니다. 다만 
주님의�부르심에�겸손히�순명하는�마음으로�주님의�도구로서�쓰일�뿐입니다.

따라서�서로�상대방의�직분과�정체성을�인정하고�협력함으로서�그리스도의�교회를�세워가야�합니다. 저를�포함하여�우리 
모두는�교회의�발전과�성화를�위하여�성직자와�수도자의�협력자로서�적극�노력해야�합니다. 마음을�같이�하여�협력할�때에 
선을�이룰�수가�있을�것입니다.
두�번째로�우리가�평신도로서�잊지�않고�실천해야�할�사명은�선교입니다.

신앙인에게는�누구나�복음을�선포하고�선교에�힘써야�할�의무가�있습니다. 여러분�모두�아시겠지만�한국�천주교회는�외국 
선교사�없이�평신도를�중심으로�신앙을�받아들이고�평신도�지도자들에�의하여�자발적�복음화�토대위에�세워진�세계에서 
유일한�교회입니다. 이것이�오늘날�우리�한국�천주교회에서�평신도들의�역할과�중요성이�더욱�높이�인정되고�앞으로 
평신도들의�활발한�활동이�더욱�기대되는�이유입니다.

그�안에서�한국�순교�성인들을�주보성인으로�모시고�있는�우리�시드니�한인�천주교회는�그�동안�모든�신자들이�일심동체가 
되어�외형적으로�가히�폭발적인�성장을�이루어�왔으며, 지난�본당설립 40주년�선교사업인 “새�가족�찾기�운동”을�통하여 
호주�교회에서는�그�유래를�찾기�어려운 100여명의�새�신자가�한�번에�탄생하는�가슴�벅찬�기쁜�일도�있었습니다.

그러나�선교란�단순히�교회로�사람들을�데리고�오거나�세례를�받게�해야만�선교를�잘하는�것이�아님을�우리는�너무나�잘 
알고�있습니다. 진정한�선교란�우리가�그리스도의�사랑을�실천하는�삶을�보여�줄�때에�가능합니다. 이렇듯�우리도 
그리스도의�가르침에�따라�교회�안팎에서�남의�이목에�좌우되지�않고, 또는�자신의�입장만을�고집하지�않으며�묵묵히 
사랑을�실천할때�비로소�진정한�복음�선포와�선교가�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2면�하단  계속....

단체모임
- 11월 18일(주일) 글로리아, 울뜨레아
- 11월 20일(화) 청소년분과,
- 11월 22일(목) 성령봉사회
- 11월 24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11월 25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중고등부 캠프
- 2019년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캠프 접수 받습니다. 
- 접수기간: 11월 10일(토) - 12월 1일(토) 오후 5시반 미사후 
- 날짜: 2019년 1월 4일(금) - 6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2018년 12월 8일 
- 가격: $110 
-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30 Nentoura Road, Morisset NSW 2264)
- 연락처: 0413 188 758 - 김종관 스테파노 (캠프장)
                 0401 584 808 -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감)

" 제 12차 탈출기 연수 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 11월 24일(토) ~ 12월 2일(일)
- 모집대상 : 탈출기 연수를 마친 모든 청년
- 문의 : 유미경 엘리사벳 0430 482 234

2019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9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경향잡지, 마리아지 등)
- 시간: 주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전입자 명단
- 김병준 아우구스티노: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 최혁병 안셀모: 7구역 7반 -> 10구역 1반

김영애 젬마 수녀님 피정
- 기간: 11월 21일(수) - 11월 30일(금)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1월 25일)  양재봉 다니엘, .저스틴·, 이도용 야고보,
    문석주 필립보,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차량 정비로 인하여 스트라스 필드 차량이 11월 25일(주일)부터  당분간 
    중단 됩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많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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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33주일 (세계�가난한�이의�날) 연중�제33주일 (세계�가난한�이의�날)
연중�제 32 주일 / 마르 12, 38 - 44  (11월)

질문

“회당에서는�높은�자리를, 잔치�때에는�윗자리를�즐긴다.”(38)
▶ 교회나�사회에서�높은�직책에�있었던�사람이�낮은�자리에서
     묵묵히�봉사하는�모습을�본�일이�있습니까?  

“남에게�보이려고�기도는�길게�한다.” (40)
▶ 신앙생활을�하면서�이중적인�나의�모습을�발견하고�부끄러워�한  
     적이�있습니까?

“예수님께서�헌금함�맞은쪽에�앉으시어.”(41). 
▶ 개신교의�십일조�헌금에�대한�나의�생각은�어떠합니까?
▶ 교무금을�책정하는�기준이�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가난한�과부가�다른�모든�사람보다�더�많이�넣었다.” (43)
▶ 자녀들에게�봉헌에�대해�가르친�적이�있습니까? 어떻게�가르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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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활동토의 (예문)

※ 위령성월�보내기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반� 공동체에서� 어떤 
기도나�활동을�하는�것이�좋겠습니까? (묘지방문, 연미사, 묵주기도, 
위령성월�기도�등) 돌아가신�분들�중에�우리�공동체가�특별히�지향을 
두었으면�하는�연령이�있습니까? 
(기도나� 활동이� 정해지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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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전지역 판매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타 내)

0419 030 826
Harry Park

MIRACLE MAKER EDUCATION CONSULTANCY
대표 최로사 0426-908-282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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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토) 8 구역 5반�반모임

시티�성당�소식

초등부�소식

매리�트레이시�수녀님�연대기 (Sr. Mary Treacy)

12 Dec 1935 호주�멜본�출생
Dec 1952 고등학교�졸업
1953  간호학과�등록
  Entered convent Sydney ‒ Little Company of 
  Mary (마리아의�작은�자매회)
  • 병들고�죽어가는�사람들에게�간호, 보살핌과 
    기도생활을�함
  • Maternal Heart of Mary에서�특별�교육을�받음
  • 수녀가�되기�위한�교육을�받음
1959  간호학과�졸업
1 July 1960 Final profession as a sister 
1965  UNSW 의대�입학. 한국Korea LCM Mission에서 
  봉사하길�부탁받음.
1970  UNSW 의대�졸업
1971 - 1973 • 호주�워가워가(Wagga Wagga) 병원�의사
  • 홍콩 Island TB Hospital 병원�의사
24 Aug 1973 한국�도착
1975 - 1980 • 갈비리�의원�근무. (강원도�강릉시)
  • 평화의�모친�의원�근무. (경기도�포천시)
1989 - 2000 모현�가정 Hospice 근무. (답심리�에서�처음 
  설립되어�미아리로�이전�한�후�현제�후암동�서울에 
  위치함). 
2000  호주에�있는�수녀들�치료를�위해�귀국
2004 - 2007  한국�포천에�새로�설립한�호스피스에서�도움을 
  청해�한국에서�다시�근무
Nov 2007 호주로�귀국
2018 -  현재 Caringbah에서�지냄
  본당�시티성당이�생겼을�때부터�방문, 미사�봉헌
  • Parkinson’s support member
  • 환자�방문
  • Marian Movement of Priest 에�정기적으로 
    참석함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11일(주일) 주임신부님 
집무실에서�연령회 

임원들이�대건관 
건립기금으로 $5,000을  

주임신부님께�전달하였다.

연령회 대건관 
건립기금 전달식

1면�글�계속...

끝으로�성경�안에서�보여주는�데살로니카�교회의�신자들의�모습을�여러분과�함께�나누면서�저의�나눔을�마치고자합니다. 
데살로니카 1서 1장 7절의�말씀을�보면�데살로니카�교회의�신자들은�주님을�믿는�모든�신자들의�본보기가�되었다고�합니다. 
사도�바오로에게�있어서�데살로니카�교회의�신자들의�믿음은�큰�자랑이었고�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하느님께�대한 
믿음만으로�어떠한�핍박�중에서도�낙심하지�않고�신앙생활을�잘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평안할�때에도�신앙은�우리의�삶을�풍요롭게�하지만�신앙은�우리가�힘들고�어려울�때�더욱�빛나게�되는�것�같습니다. 
우리가�데살로니카�신자들의�하느님께로�향한�믿음을�본받아�서로�시기�질투를�삼가고�겸손하게�주님을�따르며 
평신도로서의삶을�충실하게�살아가야�하겠습니다.

오늘�평신도�주일에�어떠한�유혹에도�흔들리지�않는다는�불혹의�나이를�훌쩍�넘어선�시드니�한인�천주교회의�신자답게, 다시 
한�번�천주교�신앙인으로서의�삶을�되돌아보고�교회의�사명을�성실히�수행하고자�자세를�가다듬는�오늘이�되기를�바랍니다. 
우리�서로�겸손과�배려하는�마음으로�시드니�한인�공동체가�사랑과�기쁨�넘치는�공동체가�될�수�있도록�다함께�노력해 
나아가야�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한분�한분께�주님의�사랑과�평화가�함께�하시고�많은�은총이�있기를�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복�요셉�사목회장 

11일(주일) 교중�미사�후�기념관에서�레지오�마리애�연차�총  
친목회가�열려�친목과�화합의�장을�열었다. 이날�성극, 율동, 장구 

공연�후�개근상, 전교상�우수Pr. 상, 설립 Pr. 및�분단 Pr.에�대한 
시상이�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