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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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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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9. 2. 3(다해) /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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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제 1독서:  예레  1,4-5.17-19    제 2독서: 1코린  12,31─13,13    복음 :  루카  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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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룡�비오�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8756 3332 (김재준�알베르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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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60

교무금

$18,105.45

기타

$2,100

미사�참례수

소고기�콩나물�비빔밥
5구역

주일
봉사

■ 3,10/2 9구역          ■ 17, 24/2 10구역          ■ 3, 10/3 11구역          ■ 17, 24/3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1,858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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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일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연중�제4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46      봉헌: 211, 212       성체:  175, 182      파견:  34

연중 제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3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4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4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4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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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혼인강좌 안내
- 대상: 2019년 2월-2019년 8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 신청마감: 2월 3일(주일)
- 일시: 2019년 2월 10일(주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 장소: 가브리엘 방 (변경시 개별 연락)
- 접수: 성당 사무실에 (신청비 50불과 함께 신청바랍니다.)
- 문의사항: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로 문의 바랍니다.

은빛대학 개강
- 날짜: 2월 14일(목)

단체모임
- 2월 3일(주일) 전례분과, 연령회
- 2월 9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성모회
- 2월 10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2월 16일(토) 꾸리아, 헌화회
- 2월 17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필로메나 수녀님, 오메르 수녀님 송별식
- 일시: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중

환영합니다.
- 김용태 를리체리오, 이희숙 에메레따: 8구역 1반
 
구역 전출/전입자 
- 유명철 하상 바오로 가정: 2구역 2반 -> 7구역 3-1반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2월 월례모임
- 일시: 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Cabramatta Golf Club 
- 회비: $50(카트 포함) 음료수와 간식은 개인적으로 준비
- 신청문의: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 인원 파악관계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2월 10일) 최상엽 베드로, 백범수 프란치스코,
   김덕중 율리오, 송찬용 요한,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다문화 미사 안내
- 일시: 2월 1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St Mary’s Cathedral, Sydney

청년 2019-1학기 성서모임 그룹원/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2월 2일(토) - 2월 17일(주일)
- 접수방법: 청년 미사 후 성당 입구
- 오리엔테이션: 2월 23일(토) 청년 미사 후
- 문의: 최지예 프리셀라 (0431 090 501)  

복사단 졸업미사
- 날짜: 2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주일학교 개학
- 날짜: 2월 9일(토)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2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 구역장/반장, 대부모 만남: 오후12시 30분 가브리엘방
- 구역장/반장, 대부모님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2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합동연도 시작)
                               오후 7시 30분 (합동연도 시작)
- 미사봉헌 예물은 설 전에 사무실에 접수하시거나 미사 당일 
   봉헌함에 봉헌 하시면 됩니다.
- 미사 후 떡 나눔이 있습니다.

성체 강복
- 일시: 2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첫 고해성사
- 일시: 2월 10일(주일) 교중 미사 후
- 대상: 2018년 12월 22일 세례자
- 안내장소: 마태오방 8시 30분

유아세례 신청
- 접수마감: 2월 10일(주일) 사무실 접수
- 부모면담: 2월 11일(월) - 2월 15일(금)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3월 30일(토) 오후 1시

병자영성체
- 날짜: 2월 13일(수)

첫 영성체 신청
-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 접수 마감: 2월 24일(주일) 까지
*** 접수기간 안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전례 및 성사 사목회 및 교육모임

알림 및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

예수님께서 새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환 영예수님께서 새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새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주일 말씀 묵상 - 나와 생각이 다르 더라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루카4, 22)
누군가�자신을�지지하면�기분이�좋습니다. 공감의�힘이�움직였기�때문입니다. 
특히�가까운�가족들�사이에서�서로�힘이�되는�데는�공감이�절대적입니다. 갈등 
속에� 있는� 경우, 공감은�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선물일�텐데요. 상처�났던�자리에�새�살이�돋아나게�하기�때문이죠. 
이러한�공감이�주는�힘은�상상할�수�없을�만큼�큽니다. 단순한�동의와�공감이 

크나큰�위로를�주는데, 바로�가족이라는�소속감�그리고�연대감의�표현인�일치를�선물하기�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나자렛�사람들은�예수님의�말씀을�듣고�만족해합니다. 소위�유명한�랍비, 율법선생�같은�예수님이 
그들�가운데�함께�있다고�느꼈기�때문입니다.

“회당에�있던�모든�사람들은�이�말씀을�듣고�화가�잔뜩�났다.”(루카4, 28)
그런데�어찌�된�일일까요. 갑자기�의견이�바뀌었는지�어떤�심리적�이유나�설명도�없이�오늘�복음은�사람들이 
분노와�저항�그리고�반대하는�모습으로�꽉�차�있습니다. 무슨�놀라운�일이�있었을까요? 그런�태도를�어떻게 
설명할�수�있을까요? 보통�설교하는�자는�자기가�한말을�얘기하면�좋아합니다. 저도�여러분들이 “오늘�강론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 특히 
디스(험담)를�하기�시작하면�화가나고�기분도�좋지�않습니다.

오늘�복음에서�사람들의�달라진�반응에�대해, 두�가지�결론을�말할�수�있습니다. 하나는�사람들의�반응이란, 
어린이와�같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군중들의�반응은�어린애와�같이�말하는�것으로�보기에�충분한�것 
같습니다. 또�다른�하나는�나와�생각이�다르다하더라도�존중해야�한다는�것입니다. 오늘�복음에서�예수님의 
생각, 의견이� 그들의� 의견과� 다른� 차이가� 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아첨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대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표징이�됩니다. 아부와�아첨은�선동하는�데모의�기술입니다. 오직�진리에�대한�참�식별과�사랑만이 
오늘� 복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본당단체, 봉사자들의� 관계에서� 많이� 숙고할..)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 예수님을�고을�밖으로�내몰았다....예수님을�그�벼랑... 거기에서�떨어뜨리려고�하였다. 
(루카4,29)
건강한� 조직은� 조직을� 위해� 유해할� 수� 있는� 것� 곧� 장애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병든� 조직은� 자기� 집단을 
견고하게�하기�위해�필요하지만�감당하거나�소화하지�못하는�것을�제거합니다. 이처럼�세상이라는�조직은 
그리스도를�지지하지�않습니다. 그를�제거하는�모든�방법을�찾습니다. 그들이�감당하지�못하기�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친하게만� 지내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생각이�제거될�때, 우리의�영혼과�정신과�같은�구조도�붕괴됩니다. 그�아름다움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신, 생각� 곧� 복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 4, 16-30)

주임신부�곽�승�룡�비오�신부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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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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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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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다해�연중�제5주일 / 루카 5,1-11 (2월)

받아들이는�예식�명단

질문

주제어: 하느님의�부르심

“말씀대로�제가�그물을�내리겠습니다.”(5)
▶ 내가�주님�말씀대로�실행한�경험이�있다면�어떤�것일까요?  

“주님, 저에게서�떠나�주십시오. 저는�죄�많은�사람입니다.”(8)
▶ 주님이�나를�봉사자로�부르신다면�나는�어떤�마음이�들까요? 

“두려워하지�마라. 이제부터�너는�사람을�낚을�것이다.”(10)
▶ 주님은�평범한�일로�우리를�부르십니다. 하지만�나에게�큰일을
     맡기신다면�어떻게�응답하고�싶습니까?

“그들은�모든�것을�버리고�예수님을�따랐다.”(11)
▶ 내가�예수님을�따르기�위해서�버려야�할�것이�있다면�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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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활동토의 (제시문)

※ 1년�활동�계획�세우기  점검
계획�세웠던 1년의�활동들�가운데�잘�되는�것과�노력이�좀�더 
필요한�것은�무엇인가요?
본당의�사목자들과�수도자들에게�신앙생활과�관련된�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World Youth Day News

“Wake up, wake up. It’s time to 
exercise!”

This was the somewhat cruel 
6am alarm played over the 
loudspeaker at the John Paul 
II Field in Panama City, waking 
pilgrims from their sleep and 
readying them for the closing 

Mass of World Youth Day.

The Mass was the final event of the World Youth Day week, with 
hundreds of thousands joining the Holy Father for the Mass.

Don’t wait to begin, Francis urges
With the blend of characteristic directness and homespun spiritual 
wisdom and advice that has become a hallmark of his papacy, Pope 
Francis urged the young not to wait for some distant future to offer 
their ‘yes’ to God.

“You too, dear young people, can experience [the domestication and 
impoverishing of the Gospel] whenever you think that your mission, 
your vocation, even your life itself, is a promise far off in the future,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 present – as if being young were a 
kind of waiting room, where we sit around until we are called.

“And in the “meantime,” we adults – or you yourselves – invent a 
hygienically sealed future, without consequences, where everything 
is safe, secure and “well insured” … a “make-believe” happiness.

So we “tranquilise” you, we numb you into keeping quiet, not asking 
or questioning; and in that “meantime” your dreams lose their 
buoyancy, they begin to become flat and dreary, petty and plaintive. 
[But this is] only because we think, or you think, that your ‘now’ has 
not yet come, that you are too young to be involved in dreaming 
about and working for the future.

Papal advice: You are God’s ‘now.’ Don’t waste your life
However, Francis told an estimated 600,000 pilgrims from around 
the globe,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and finding God’s will is what 
is most important.

“You, dear young people, are not the future but the now of God. He 
invites you and calls you in your communities and cities to go out 
and find your grandparents, your elders, to stand up and, with them, 
to speak out and realise the dream that the Lord has dreamed for 
you.”

A huge cheer rang out when, at the end of the Mass, Pope Francis 
announced that the next World Youth Day, due to take place in 2022, 
would be held in Lisbon, Portugal.

See full article at catholicweekly.com.au

Pope francis arrives to lead the WYD vigil 
at St John Paul II field in Panam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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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금) 4 구역 6반�반모임

“교회는� 온� 인류를� 위한� 야전병원이다!” 신임� 시드니한인성당 
곽승룡�주임사제.
신임� 시드니한인성당의� 곽승룡� 비오� 주임신부는� 고통받는� 이웃에
손길을�내미는�교회의 ‘야전병원’ 역할을�강조했다. 
2013년 3월 9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제8대� 총장에� 취임했던� 곽승룡 
신부는�취임사에서 “고통을�겪는�이웃에게�구원의�모습을�보여줄�수 
있는�예수님을�닮은�목자를�양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곽�신부가�신년 1월 20일�실버워터의�시드니한인성당의�신임�사제로 
취임했다. 그의�일성은�프란치스코�교황이�언급했던�고통받는�이웃을 
향해� 손길을� 펴는� 교회의� 야전병원� 역할로� 이를� 사목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말했다. 6년전�가톨릭대학�총장�취임사에서�강조했던 
것과� 같이�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호주동포사회�속의�성당이�되도록�노력할�것을�거듭�다짐했다. 
-교회의�야전병원�역할은�어떤�모습이죠?   
“교회는�온�인류를�위한�야전벙원이죠. 일선의�전쟁터에서�부상당한 
병사를�치료하듯�죽음직전의�응급환자를�살리고�육체적으로�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는� 병원� 데스크� 역할을� 교회가� 하겠다는� 것이죠. 
신앙, 심리, 영적으로� 고장난� 이를� 발견하고� 누구라도� 한인성당을 
노크하면�치유�받는�그러한�야전병원이�되겠다는�교회의�성찰과�같은 
다짐입니다.”
”교회의� 야전병원� 역할이� 화급한� 이유� 죠. 고장난� 이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사회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다양할�것입니다. 
물� 안에� 잉크가� 고이면� 물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흐려진� 물을 
정화하는�방법을�찾아야�죠”
-방황하는� 청년, 장수시대에� 노인들의� 삶도� 고달프긴� 매� 한 
가지입니다. 동포사회의� 청년과� 노인에게� 사제로써� 신앙적� 조언을 
한다면..
“청년과� 노인� 문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우선 
젊은이들에게�꼰대처럼�대해서는�안됩니다. 또한�청년을�가리켜�흔히 
나라의� 미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현재가� 되길 
원합니다. 미래의� 동량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현재가� 고달픈데� 그런� 소리가� 제대로� 먹힐� 리� 없죠. 
교회는�젊은이들의�현재이고�친구가�되어야합니다. 노인의�주름살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훈장입니다. 그� 주름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가져야합니다.”
생로병사는� 고통이� 아니라� 은총이고� 신비며�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안다면� 젊은이는� 젊음으로� 노인은� 늙음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꿀�수�있다. 주어진�주름살의�아름다움을�즐기는�지혜가�아쉽다고 
그는�누누이�강조했다. 
인생의�고민과�희망을�구체적이고도�쉽게�풀어내는�글쓰기로�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 가톨릭평화방송 TV에서 
방영하는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다. 

 교민잡지�편집고문  박병태�이냐시오

사목 평의회 및 신년 하례식

29일(화) 기념관에서�사목�평의회�및�신년�하례식이�있었다. 각 
구역장�및�반장소개와�새로운�사목�지표에�따른�활동�계획에�대한 

토의가�진행되었다. 

구역장/ 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27일(주일) 교중�미사�후�새해�첫�구역장/반장�교육이�진행되었다. 
신임�반장�임명식과�미카엘�방에서�구역장�회의도�진행되었다.

주임�신부님�잡지사�인터뷰�내용

국내/해외 전문

성명 세례명 구역 반 대부모 성명 세례명 구역 반 대부모

박동희 마카리오 1 5 이덕환 시몬 김수민 아니시아 4 7 김예린 크리스티나

송보람 아니타 9 3 최윤미 루시아 전명희 그레이스 1 5 전현주 소피아

조혜미 글라라 9 3 서복자 헬레나 이우경 마태오 9 3 이웅섭 미카엘

박은선 리오바 11 5 최은혜 레지나 이영란 이사벨라 1 6 김진선 엘리사벳

최봉미 릴리아나 1 3 김경애 세실리아 이승은 패트리시아 3 5 권경배 데레사

김승균 미카엘 10 4 이정재 시몬 박수지 엘라 10 5 손해청 헬레나

김수연 미카엘라 10 4 이경선 베로니카 우성호 요한 1 3 박광훈 임마누엘

김순애 마리아나 3 5 이성자 가밀라 강은진 스텔라 2 6 하정선 루시아

신연선 엠마 1 3
김민정 

데레사 베네딕다
서정은 이사벨라 5 1

강향미 

스콜라스티카

하지혜 요세피나 1 3 신정원 안젤라 김영신 베드로 7 5 안용만 알베르또

남정미 에블린 2 4 이수미 베로니카 석현무 10 3 최민석 마르코

김보영 율리아 4 7 윤성숙 글라라 총 2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