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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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30(다해) /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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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왕  19,16ㄴ.19-21     제 2독서: 갈라  5,1.13-18    복음 :  루카  9,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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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90

교무금

$19,033.5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30/6, 7/7 8구역          ■ 14, 21/7 9구역          ■ 28/7, 4/8 10구역          ■ 11, 18/8 11구역
■ 전례, 커피, 청소  8:30 am, 10:30 am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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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라면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Thi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55 (교중 1 )   봉헌: 217, 221      성체:  158, 156      파견:  201 (교중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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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기도생활:
‘견고한 신앙’세우기

고해성사,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가족들과 함께 

성가 및 기도하기, 성령기도, 

성체조배, 묵주기도, 

테제기도, 의식기도, 

마음(관상)기도, 영적 지도 

및 영성 상담.

Youtube 교리 주일강론 특강
한인성당 Sydney

M.E 선배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St. Joseph Center Baulkham Hills
*** 피정센터에 오셔서 이번 M.E 13차 주말 부부님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9년 성령안의 새생활 묵상회
- 날짜: 7월 9일(화) - 7월 13일(토)
- 초청강사: 김찬용 신부
- 신청비: $20
- 주관: 성령봉사회 0404 835 158
- 접수마감: 7월 7일(주일)
- 대상: 전교우
- 장소: 본당
*** 7월 13일(토) 은혜의 밤 오후 3시 - 5시에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2019년 혼인 갱신식 (미사) 
- 일시: 7월 21일(주일)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 집전자: Archbishop Anthony Fisher
- 예약 문의: 성당 사무실 또는 
                   lifemarriagefamily@sydneycatholic.org
                   전화예약: 9307 8400
결혼을 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결혼 50, 55, 60 또는 65
주년, 해당자들은 사무실이나 위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는 
Anthony Fisher 주교님으로부터 특별한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모임
- 7월 6일(토) 성모회, 꼬미시움
- 7월 7일(주일) 전례분과, 연령회, ME
- 7월 13일(토) 사회복지, 해외선교
- 7월 14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이미영 베르타 원장 수녀님 영명축일
- 축하식: 6월 30일(주일) 교중 미사 중 
- 7월 4일(목)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이미영 베르타 
   원장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7월 7일) 임태혁 다미아노, 한덕수 돈보스코, 조남영
   아브라함 송창엽 갈디노, 리차드 요셉,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미사시간 변경안내
- 기간: 7월 9일(화) - 7월 12일(금)
- 미사시간: 오후 7시 (성령봉사회 묵상회 관계로 저녁 미사 시간 변경)

- 7월 9일 화요일 오전 미사는 없으며 오후 7시 미사로 대체 
   합니다.

성인 세례식
- 세례식: 6월 30일(주일) 교중 미사 중

교황주일 특별헌금
- 날짜: 6월 29일(토) - 30일(주일)  

오세아니아 사제연수 및 미사시간 변경
- 기간: 7월 2일(화) - 7월 4일(목)
*** 7월 3일(수) 오전, 오후 미사는 없습니다.***

성체강복
- 일시: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견진성사 교육 일정
- 교육시간: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견진: 8월 4일(주일) 교중 미사 중
- 주례: Bishop Richard Umbers

전례 및 성사 알림 및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

2019년 초등부 겨울 캠프
- 기간: 7월 12일(금) - 7월 14일(주일)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연락처: 캠프장 - 김민정 요셉피나 0413 246 454
                교감 - 조예진 크리스티나 0430 164 554 

한글학교 방학 안내
- Term 2 마지막 수업: 6월 29일(토)
- Term 3 첫 수업: 7월 27일(토)

중고등부 열린마음제 자모회 인원 모집
-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점심/간식 준비를 도울 
   어머니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모회장: 이지영 프란체스카 0451 373 400

날짜 강사 교육내용
7월 07일 김경수 바오로 신부 견진 성사와 삶의 성숙
7월 14일 곽승룡 비오 신부 루카복음의 성령 이해
7월 21일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교회의 사회교리
7월 28일 곽승룡 비오 신부 기도생활

2년� 전, 시드니� 한인성당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꽃처럼�뜨겁게�피워�올랐다.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든� 교우들이� 기쁨에 
벅차서�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렸다. 특히 
청년들의� 생기� 넘치는� 율동은� 환상이었다. 
물론� 나는� 따라� 하기� 힘들었지만� 감동� 그 
자체였다. 그때� 나는� 모든� 교우들의� 얼굴에서 
하느님의�사랑을�보았다. 

성령�묵상회에서�봉사할�때, 교우들과�나눔의�시간에서�느낀�것이�있다. 성령을�체험을 
해서�기뻐하는�분들도�있지만�체험을�못해서�실망하는�분들도�있다는�것이다. 교리에서 
우리는�세례를�받는�순간부터�성령께서�우리와�함께�계신다고�한다. 다만�밖으로�표현을 
못할� 뿐. 이것을� 기도회를�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령� 묵상회를 
부정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아무리� 부정을�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신다. 
오래전에� 김찬용� 신부님이� 오셔서� 성령세미나를� 하셨다. 그때� 처음� 세미나에� 참석한 
나에게�큰�변화가�생겼다. 주님의�사랑을�찾았고, 나의�삶�속에서�항상�같이�계시고�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은� 영광스럽고� 행복스러울�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함께�계신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래서�봉사도�하게�됐고, 수요일�저녁�성령 
기도회에서�주님께�찬양�드릴�때마다�늘�기쁘고�행복했다. 이후�혼자�있을�때면�성가 ‘난 
주님이�좋아요’를�자주�부르게�되었다. 
“난�주님이�좋아요… 주를�사랑한다던�베드로�고백처럼�난�주님을�사랑한다오”
요즘, 새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레지오� 단원이라 
의무감�때문에�하고�있는�것�같은�나�자신을�보고, 평일�미사도�습관적으로�가고�있는 
것인가를�생각해본다. 나의�신앙은�느슨해지고�세속에�더�재미를�느끼고�있는�듯하다. 
그래서�단체�피정과�신부님들의�강의가�신앙생활하는데�많이�필요하다는�것을�뒤늦게 
알았다. 전화기�배터리�충전하듯이�나의�신앙도�재충전이�필요한�것�같다. 
7월에�하는�성령�묵상회가, 김찬용�신부님의�뜨거운�열정으로�다시�한번�시드니�한인 
성당에�성령의�바람을�불어넣어�나는�물론�많은�교우들이�뜨거운�체험을�또다시�할�수 
있기를�간절히�기도해본다. 
‘주, 저의� 하느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렵니다(시편 86,12)’ 

신정희�오틸리아 (성령기도회)

난 주님이 좋아요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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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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축!    세   례   식축!    세   례   식
날짜: 2019년 6월 30일 교중 미사 중 /  주례: 주임신부 곽승룡 비오 



예수님의�다양한�호칭 2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느님의� 어린양� 등등� 각각의� 호칭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전례나�기도�때에�각 
상황에�맞는�예수님의�호칭을�사용하는�것이�우리�신앙 

생활에�작은�도움이�될�것입니다. 그리고�오늘은�예수님에�대한�호칭 
두번째�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호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표현하는�상징들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① ΑΩ : 알파와�오메가입니다. 묵시록에서�예수님은�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묵시 22,13). 알파(Α)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Ω)는�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함께�사용하면�시작과�끝을�나타냅니다. 이는�영어에서 A to Z 
라는�표현이�특정�주제에�대한�모든�것을�엮어�놓은�편람을�의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작이요 
마침이며, 역사의�시작부터�끝까지�다스리신다는�의미입니다. 
② INRI: 우리가�흔히�기도를�할�때�사용하는�십자가를�보면�예수님의 
머리� 위에 I.N.R.I 라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가� 어떠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지를 
명패에�적게�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I.N.R.I 는�예수님의�죄명입니다. 
이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를�뜻하는�라틴어의�첫�글자를�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예수님의� 죄목이 
적혀있었습니다(요한 19,20 참고).
③            (물고기) : 초기�그리스도교�신자들에�대한�이야기를�들어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물고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로마 
박해�시대에�신자들이�서로서로를�알아보던�암호�입니다. 그리스어로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아들�구세주(Ιησου　Χριστο　Θεου　Υι
ο　Σωτηρ)’라는�단어의�첫�글자를�모으면 ΙΧΘΥΣ 가�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흔히 ‘익투스’라고� 읽고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초기�교회�공동체에서는�암호로�물고기를�사용했던 
것입니다.
④ �: 성당�꼭대기에�보면 XP 가�합쳐진�모양의�표시가�새겨져�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각각� 그리스어� 알파벳 ‘키(X)’ 와 ‘
로(P)’를� 겹쳐� 놓은� 것으로, ‘키로’라고�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ΧΡΙΣΤΟΣ )라는�단어의�첫�두�글자를�겹쳐놓은�것입니다. 

예수님에�대한�직접적인�호칭뿐만�아니라�예수님을�지칭하는�다양한 
상징들이�있습니다. 이�상징들은�오랜�역사�안에서�만들어지고�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리고�그�안에�신앙에�대한�고백들이�함께�담겨있다는 
것을�발견하게�됩니다. 예수님에�대한�상징들을�알아보면서�예수님과 
조금�더�친해져�보는�시간이�되었길�바랍니다.

김재준�알베르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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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3 085 653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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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전지역 판매

0419 030 826
Harry Park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다해�연중�제16주일 / 루카 10,38-42 (7월)
질문

국내/해외 전문

주제어: 관심과�경청. “마리아는�좋은�몫을�선택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루카 
10,39)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깊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담아� 마리아처럼� 경청한� 적이� 있나요? 또한� 나는 
누군가의�이야기에�마음을�담아�경청한�적이�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말씀에�잘�경청하듯이�자신이�이야기할�때�관심을�갖고 
들어준�사람이�있었나요?

“그러나�마르타는�갖가지�시중드는�일로�분주하였다.”(루카 10, 40)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단체, 구역반)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소홀히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함께 
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으로� 인해� 불평한� 적은� 없는지� 서로의 
경험을�나누어�보세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많은�일을�염려하고�걱정하는구나. 그러나�필요한 
것은�한가지뿐이다.”(루카10,41.42)

가정과� 교회� 공동체(단체, 구역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장�중요한�한�가지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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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좋은 
몫이�무엇일까요? 이것을�구체적으로�찾아�실천해봅시다. 
2019년�사목지표를�읽고�매주�자기점검(self-checking)을�합시다.

▶

▶

▶

1.

2.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6월 30일 세례자 명단

2019년 기쁨반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영명축일

23일(주일) 6월 29일�영명축일을�맞이하는�김경수�바오로�신부님을 
위해�공동체가�기쁜�마음으로�축하했다.

임시 사목 평의회

23일(주일) 교중�미사�후�기념관에서�임시�사목�평의회가�진행되었다. 
이날�신임�구역장/반장�임명장�수여식이�있었고, 현재�대건관  건축 

진행�현황을�이성복�요셉�사목회장, 우성일�요한�건축위원회�간사와 
주임�신부님께서�자세히�설명해주셨다.

첫 영성체

22일(토) 총 59명의�아이들이�첫�영성체를�행했다. 이�세상에�태어나서 
세례를�받아�하느님의�자녀가�된�아이들이�생애�첫�고해성사를 

경험하고, 생애�최초로�예수님의�살과�피를�받아�모시는�은혜를�받았다.

소공동체 반모임

14일(금) 10 구역 5 & 6 반 

토, 주일 오전 6시 - 오후 2시 사이에는 성전 입구가 주차 금지 구간입니다.

주일 주차 금지 (승하차) 구간

이 시간 동안은 승하차만 허용됩니다. 

불법 주차 벌금 ($110)이 부과될수 있으니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전 입구 승하차 구간

5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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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주차 금지: 10m 이내 

성명 세례명 구역 반
박동희 마카리오 1 5
송보람 아니타 9 3
조혜미 글라라 9 3
박은선 리오바 11 5
최봉미 릴리아나 1 3
김승균 미카엘 10 4
김수연 미카엘라 10 4
김순애 마리아나 3 5
신연선 엠마 1 3
하지혜 요세피나 1 3
남정미 에블린 2 4
김보영 율리아 4 7
김수민 아니시아 4 7
이우경 마태오 9 3
이영란 이사벨라 1 6
이승은 패트리시아 3 5
박수지 아이린 10 5
우성호 요한 1 3
강은진 스텔라 2 6
김영신 베드로 7 5
서정은 이사벨라 5 1
이은영 비비안나 1 4
모신영 다니엘
김성재 테오필로
최수현 베르다
박혜나 아이브스
원혜진 나탈리아
고지운 로사

총 세례자 27명, 첫 영성체 1명

시티
시티
시티
시티
시티

첫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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