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김영애�젬마
최미란�님미아
이성복�요셉

 2019. 4. 21 (다해) / 제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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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10,34ㄱ.37ㄴ-43      제 2독서: 콜로  3,1-4    복음 :  요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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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타�원장수녀, 김�젬마�수녀, 최�님미아�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396.46

교무금

$20,827.25

기타

$150.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1/4 2구역          ■ 28/4, 5/5 3구역          ■ 12, 19/5 4구역          ■ 26/5, 2/6 5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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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자�떡나눔

주님�부활�대축일 [Easter Sunday-The Resurrection of the Lord]

 

주님�부활�대축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130      봉헌: 129, 342, 221       성체:  134, 163, 180      파견:  135

단체모임
- 4월 26일(금) 청소년 분과
- 4월 27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4월 28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4월 29일(월) 교리봉사회 

성체 조배실 바닥(마루) 시공
- 기간: 4월 23일(화) - 28일(주일)
- 사용가능 날짜: 4월 29일(월) 부터

자모회 야유회
- 날짜: 4월 28일(주일)

이스트우드 커뮤니티 홀 건립 서명
- 일시: 4월 21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 장소: 성전 입구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
- 일시: 5월 5일(주일) 교중 미사 후
 
ME 13차 주말 부부 피정 모집
- 대상: 결혼 2년차 이상인 부부 / 선착순 20부부
- 일정: 7월 5일(금) - 7월 7일(주일)
- 참가비 $550.00 (숙식비 포함)
- 문의: 대표부부 0413 497 701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4월 28일) 양재봉 다니엘, 김용배 저스틴, 이도용
   야고보, 김병국 요한,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YouTube 교리반 월모임
- 일시: 4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와 모임
- 장소: 미카엘방

구역장 /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일시: 4월 28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30분 부터 미카엘방

2019 - 2020 바실리오 성경대학 (2년과정)
- 기간: 5월 23일(목) - 11월 28일(목) (총 28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교재: 구약 성경
- 신청비: $30 (1년)
- 접수: 5월 5일(주일) - 5월 19일(주일) 사무실 앞
- 강사: 원장수녀님, 특강: 주임신부님

상설 고해성사 및 신앙상담 시간표
- 곽승룡 신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수요일
- 김경수 신부: 매월 둘째 수요일
- 김재준 신부: 매월 넷째 수요일
*** 상담 시간은 50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유아세례 신청 
- 기간: 3월 30일(토) - 4월 21일(주일)
- 부모면담: 4월 29일(월) - 5월 3일(금) (화요일 제외) 
- 장소: 사무실
- 세례 예정일: 6월 15일(토)

사순 저금통 봉헌
- 사순기간 동안 모으신 사순 저금통은 성삼일 미사중 봉헌하시면
   됩니다. 그 외 평일미사후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봉헌된 금액은 호주 까리따스로보내집니다.

평일 미사 안내 
- 4월 22일(월) - 4월 23일(화)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성모의 밤
- 날짜: 5월 3일(금) 미사와 함께
- 5월 한달동안 성모님께 봉헌하는 묵주기도 공동 지향
       세계 평화를 위해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의 성화를 위해
*** 개인 헌화회 꽃봉헌은 없으며 단체 봉헌만 받습니다.***
*** 당일 꽃과 초는 시티 청년회에서 판매 합니다.***

임산부 축복식
- 일시: 5월 5일(주일) 교중 미사 중

전례 및 성사 알림 및 협조

사목회 및 교육모임 미사시간�안내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요
일

주
일

시
티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7:30 pm 
7:00 a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5:00 pm (시티)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Youtube
한인성당 Sydney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공동체 생활:
‘온전한 믿음’키우기

이웃을 부분적으로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1코린

13,12), 쉬는 교우,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은빛대학, 젊은이 미사에 
관심 갖기, 반모임(말씀 나눔 

실천), 신심단체(레지오,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ME, 

카나, 홀리패밀리), 
봉사단체(성모회, 자모회, 

전례봉사단등)에 참여하고, 
한 분 초대하기.

부활 성야 제5화답송

 

부활 성야 제6화답송

 

부활 성야 제7화답송

 

예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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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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설 고해성사 및 신앙상담을 시작합니다. 
고해성사, 신앙상담, 영성상담, 기도상담, 혼인장애 상담

시간: 5월부터 매주 수요일 14:00 - 17:00 사제 집무실 / 예약: 0404 089 229 (시간 예약은 문자로 합니다.)

돌아가셨던� 주님이� 주일� 아침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원역사의� 새 
시간이�시작됐습니다. 성�금요일�예수님은�죽음의�세계인�저승으로 
가시어�당신�죽음이�우리의�죽음을�이기셨습니다. 부활성야는�오늘 
의� 세계에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현� 세상과� 작별해야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세례� 때�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들로서� 물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이� 올� 때, 
세례�때�이미�살았던�생명을�우리는�다시�취할�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가장�먼저�발견한�건�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먼저�무덤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부활보다�먼저�확인한�건�빈�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너무나�믿어지지�않는�충격이었을�것이�분명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있지�않은�쓸쓸하고�침통한�분위기를�땅거미가�지는�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생전에 

공경하던�성인, 순교자�유해를�나눠�갖고�숭배함으로써, 그�성인의�특별한�가호나�축복이�있기를 
바라는�서구의�극성스러운�성인유해공경으로�미루어�짐작건대, 예수님의�무덤도�만일�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의� 작은 
부분이라도�모시고�싶어�하는�안타까운�마음도�아름답긴�하지만, 마치�하나의�아름다운�열매가 
땅에�떨어진�게�서운한�나머지�그�흔적이라도�땅에서�찾고자�하는�일은�어리석고�부질없는�것은 
아닐까요? 아름다운�열매가�진정�생명이�있는�열매였다면�스스로�흔적을�남기기보다는�수많은 
열매를�맺을�수�있는�나무로�변신하길�바랄�테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시드니� 한인� 성당에서� 사목한지� 석� 달� 됐습니다. 그간� 구역판
공을� 하며 600명의� 교우들과� 고해성사� 드리고� 면담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원
하는� 것과�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분들께서� 자기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시드니� 성당에서� 유일하게� 경로잔치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장소협소, 위생, 건강, 안전문제� 등)으로� 보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구역� 반장님들을� 통해� 의견을� 여쭸고, 대략� 구역� 반원들의 76%는
이런� 형태의� 경로잔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혹여라도� 매번� 하던� 행사를� 그만
두게� 돼�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드니� 어르
신분들을� 위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좀� 더� 나은� 공경과� 돌봄을� 위해� 마음을� 다해� 준
비할�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당이 “야전병원”의� 모습을� 구현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본당� 봉사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목� 위원들과� 구역� 반장들과� 함께 “한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잔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어르신분들을 
마음으로�모시고, 봉사자들이�지는�짐도�가벼워�서로�사랑하고�협력하는�부활공동체가�되고자 
노력할�것입니다. 우리�성당이�누구라도�가볍고�기쁘게�봉사할�수�있는�영적인�부활�공동체가 
되는데 “공동합의와�협력”의�정신으로�하나가�되기를�기도합니다. 

주임신부�곽승룡�비오�신부

부활 메시지

승리하신�그리스도 - 김옥순�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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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부활�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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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부활�대축일/요한 20, 1-9 (4월)
질문

국내/해외 전문

주일 544번�버스�노선�이용자�가능성�조사
노        선: 맥콰리�버스�스테이션 - 이스트우드 - 웨스트�라이드 - 
                  시드니�한인성당 - 어번역
이용시간: 주일�오전 7시 - 오후 2시

주일에�위�노선과�시간에�버스�이용이�가능하신�분들은�박재혁 
헨리코�남성부회장 (0433 002 356) 또는�사무실 (0404 089 
227) 으로�문자�메세지, 혹은�전화를�주십시요.

성전�입구�및�사무실에�준비되어있는�신청자�양식에�직접 
기록하여�주십시요. 

위�노선�이용자가�많을�경우 NSW 철도�교통부에�주일�노선 
운행을�청하려�합니다.

3월 - 4월�동안�이용자�조사에�적극�협력�부탁�드리겠습니다.

맥콰리
스테이션

이스트우드

웨스트�라이드

성당

어번

주제어: 그리고�보고�믿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보니, 무덤을�막았던�돌이�치워져�있었다.”(1절)
▶ 마리아�막달레나가�사랑하는�예수님을�걱정하여�동이�트기도
     전에�무덤에�찾아갔던�것처럼, 나도�누군가를�애타게�걱정했던
     적이�있나요?
“누가�주님을�무덤에서�꺼내�갔습니다. 어디에�모셨는지�모르겠습니다.” (2절)
▶ 마리아�막달레나가�예수께서�부활하신�줄을�모르고, 누가
     예수님의�시신을�훔쳐갔다고�생각한�것처럼, 나도�예수님의�뜻을
    이해하지�못하고�내�마음대로�그�상황을�이해한�적이�있나요?
    있다면�어떤�일이었나요?
“그제야�무덤에�다다른�다른�제자도�들어갔다. 그리고�보고�믿었다.”(8절)
▶ 예수님의�부활은�제자들의�생각과�마음을�밝혀줍니다. 제자들이 
    “보고�믿었다”는�것은�무엇을�의미할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성경�말씀을�아직�깨닫지�못하고�있었던�것이다.”(9절)
▶ 예수님이�평소에 ‘다시�일어남’ ‘다시�깨어남’에�대해�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이해하지�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살아나셔야 
     한다’는�것이�무엇을�뜻할까요? 이�뜻은�나의�삶에�어떤�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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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활동토의(제시문))
1. ‘죽은�이들�가운데에서�다시�살아나셔야�한다’는�예수님의 
     부활을�구체적으로�실천하기 (예: 뒷담화�하지�않기, 남을 
     사냥하는�말을�단식하고�상냥한�말을�사용해보기. 불평을�피하고
     단순하게�살기, 원한을�삼가고�용서하기)
2.  2019년�사목지표를�읽고�매주�자기점검(self-checking) 하기.

0416 000 534
0430 176 195

호주 한인 1호 부동산, 32년 경력

265 538 712 936
1185

1488 1685 2283
32 275 539 713 937

1186
1517 1774 2284

69 289 598 715 938
988 1196

1524 1796 2300
78 335 633 716

993 1228
1229 1542 1815 2301

144 410 639 717
994

1277 1599 1834 2325
162 428 649 758

1007
1293 1650 1844 2426

189 448 882
1010

1296 1651 1849 2664
212 455 908

1013
1297 1652 1854

240 456 932
1065

1298 1655 2263

247 537 935

1066
1476 1684 2264

김영애 젬마 수녀님 영명축일

7일(주일) 4월 11일�영명축일을�맞이하는�김영애�젬마�수녀님을�위해 
공동체가�기쁜�마음으로�축하했다.

소공동체 반모임

9일(화) 2 구역 5반 

미등록 교무금 봉투 
- 아래 교무금 봉투번호를 사용하시는 교우분들은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구
역

토, 주일 오전 6시 - 오후 2시 사이에는 성전 입구에  주차하지 마세요

주일 주차 금지 (승하차) 구간

이 시간 동안은 승하차만 허용됩니다. 

불법 주차 벌금 ($110)이 부과될수 있으니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즉시단속 구간은 교차로 코너 주차(10m 이내).
불법 주차 벌금 ($330) 벌점 2

교차로 주차 금지: 10m 이내 

구역 판공 성사

13일(토) 8구역과 14일(주일) 6구역을�끝으로  총 12개�구역의 
판공을�모두�마쳤다.

8
구
역

6
구
역

성유 축성 미사
18일(목) St. Mary’s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된�성유�축성 

미사에�주임�신부와 
김경수�바오로�신부, 

김재준�알베르또 
신부가�함께 

참여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14일(주일) 교중�미사에서�주님의�예루살렘�입성을�기념했다. 특히 
교중�미사�전�입성�기념�행렬을�통해�성대한�입당식을�거행했다. 
올해에도�성지가지�준비를�최정례�체사리아�전례분과장�집에서 

여러분들이�모여서�준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