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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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10(다해) / 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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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카  7,1-2.9-14     제 2독서:    2테살   2,16─3,5    복음 :  루카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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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30

교무금

$20,956.55

기타

$-

미사�참례수

1,983

김밥 주일
봉사

■ 10/11 5구역          ■ 17/11 6구역          ■ 24/11, 1/12 7구역          ■ 8, 15/12 8구역
■ 전례, 커피, 청소  8:30 am,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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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450   봉헌: 218, 220, 332      성체:  160, 156, 180       파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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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병자 영성체
- 일시: 11월 13일(수)

교구 성체거동 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11월 24일(주일) 오후 2시 30분 
- 모임 장소: Pitt St 와 Martin Place 에서  출발 (ANZ 은행 앞 광장)
- 성체거동 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 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 Martin Place 역이나 Wynyard 역에서 도보로 5분 ***

유아세례 일정
- 부모교육: 2차 (11월 20일), 3차 (12월 4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미카엘방 
- 세례 예정일: 12월 14일(토)

사목회의
-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강완숙 골롬바 기도의 집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날짜: 11월 24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부터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30분 부터 미카엘방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회 및 교육모임

중고등부 캠프
- 캠프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Morisset
- 캠프 날짜: 2020년 1월 3~5일 (금~주일)
- 참가인원: 선착순 140명
- 접수기간: 11월 9일 ~ 12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미사후
- 문의: 우정선 모니카 (캠프 장) – 0420 391 451
             김규동 바오로 (중고등부 교감) – 0411 950 954

12학년 오리엔테이션
- 일시: 11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가브리엘방 

레지오 마리애 연차총친목회
- 일시: 11월 10일(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기념관

단체모임
- 11월 10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11월 16일(토) 꾸리아, 헌화회, 복사자모회
- 11월 17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 11월 22일(금) 청소년 분과
- 11월 23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11월 24일(주일) 가나소공동체, 제대회

안나회 11월 월례모임 취소 
- 11월 10일(주일) 안나회 월례회의는 레지오 마리애 연차총친목회 
   관계로 취소 되었습니다.

은빛대학 기금마련 떡 판매
- 날짜: 11월 10일(주일) 기념관 주차장

전례 및 성사

알림 및 협조

2020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20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경향잡지, 마리아지 등)
- 시간: 주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 영명축일 (11월 15일 금요일)
- 축하식: 11월 10일(주일) 교중 미사 중
- 김재준 신부님을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 휴가
- 기간: 11월 11일(월) - 22일(금)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 피정 
- 기간: 11월 11일(월) - 20일(수)

사무장 휴가
- 기간: 11월 10일(주일) - 14일(목)
- 사무실 업무시간: 13일(수) : 휴무
                              14일(목) : 오후 12시 - 오후 6시

가톨릭 골프 월례대회
- 일시: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Tee Off
- 장소: Penrith Golf Course (1939 The Northern Rd)
- 회비: 카트 포함 $50.00
- 신청문의: 이정희 0418 647 908

5구역 야유회
- 일시: 11월 17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Kissing Point Park, Putney 

ME 송년 모임
- 날짜: 1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대상: 본당의 모든 ME 가족
- 문의: 대표부부 0413 497 701, 0421 191 900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1월 17일)  서용호 마태오, 이세영 안드레아, 김형주
   안토니오. 리차드 요셉, 임병기 바오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가톨릭 테니스 동호회
- 일시: 12월 부터 주1회 (수요일) 오후 8:00 - 10:00
- 장소: Auburn 테니스 센터
- 신청: 최진철 알베르토 (0448 544 333) 문자 신청
- 마감: 11월30일(토) 까지
  
제 5차 본당 소공의회
- 주제: 본당 공동체를 위한 촉진자 설명회
- 일시: 11월 16일(토) 오후 2시
- 장소: 가브리엘 방
- 참석대상: 신청자 및 관심있으신분들, 사목위원, 구역장/반장, 레지오
                   마리애, 사목회 단체장 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음식 리필문화 실천하자: 토요일, 주일 중식,
   연도 음식물을 간소화 (예: 1식3찬) 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

2020 은빛대학 신입생 모집 
- 정원: 200명 (만 70세 이상)
- 접수 날짜: 12월 1일, 8일,15일 (3주간)
- 접수 시간: 오전 8시 - 오전 10시 30분
- 입학금: $100
- 접수장소: 본당 사무실 입구

(수정판)

마음치유 
기도학교

(중급반-의식성찰 기도) 
 

마음치유 
기도학교

(중급반-의식성찰 기도) 
 

일정: 11월 6일 • 13일 • 20일 • 27일�수요일
오전반: 10시 30분 ~ 12시
오후반: 8시 ~ 9시 30분
장소: 강완숙�골롬바�기도의�집

일정: 11월 6일 • 13일 • 20일 • 27일�수요일
오전반: 10시 30분 ~ 12시
오후반: 8시 ~ 9시 30분
장소: 강완숙�골롬바�기도의�집

산티아고 성지 순례 중 -  파티마

                                                                                                 
리스보는�숨만�쉬고�있는�듯�고요했다.
5월의� 오후,  초면인 8명의� 일행은� 조랑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Castelo São Jorge    옛�성전�터의�전망대에�올랐다.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세� 개� 이상의� 성당 
건축물들이  한� 눈에� 들어� 왔지만  대� 항해� 탐험가들의  
토박이�기질이�내�눈엔�보이지�않았다.

선선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의� 고목나무와  키타로� 연주되는� 로망스와  잘�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낭만과�도전의�옛�도시를  유지�하는�듯했다.
Pilgrim 이란�책을�읽으며�산티아고�순례�여행에�대한�소망을�가졌던�때가�있었다.  어느새   소망을 
갖고�미래를�숙고해�볼�나이는�지났지만, 제임스�성인의�발자취를�따라�하느님께�침해할�수�있는  
기회는�가져�보고�싶었다.  리스보를�출발해�파티마�성지를  거쳐�산티아고�대성전으로�들어가는 20
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바티칸과� 후� 로런스에� 들려� 성령의� 손길로� 그려진� 성화들로� 감화도� 받아 
신앙에�변화가�오길�기대했다.

파티마�도미니칸�수녀원에서  이틀을�묶으며�성모님�발현�축일�축제에�참석하였다.
개개인의  회개와�축복�그리고�세계�평화�염원의  촟불이�낮과�밤으로  커다란�광장을�채웠다.
1917년 5월 13일   시골�어린아이들�앞에�발현하시어 ‘예수님, 저희�죄를�용서하시며�저희를�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순례객들에게  제공� 되는� 수녀원의� 독방에는� 고풍의  나무  
침대와�옷장, 책상과�의자�그리고�현대식�세면대가�있고�이중�목제  작은�창틀을�통해선  바람과�옆 
건물의�기와�위에�핀�작은�풀꽃을�볼�수�있었다.
도미니카사람� 수녀회의� 회칙은 ‘끊임없는� 묵주� 기도’를� 전파하며� 영원한� 구원을� 위한�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이신�하느님의�말씀을�찬미와�축복�그리고  전도하는�것이�목표라고�한다.
‘우리는�여러분들을�위해�기도합니다.  여러분도�우리와�함께�기도해�주십시오’

파티마�광장을�돌면서�오랫동안�잊고�있었던�임종을�위한�이를�위한�화살기도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했다.  송곳으로�찌르는  통증에  감짝�놀라는  순간�호흡이�멈출�정도가�몇�년간�계속되던�어느  
성요셉, 임종하는�이의�수호자, 축일�미사�중�또�깜작�놀랐다. 그순간  회개의�도움을  받지�못한�채 
임종하는�이들을�위해�작은�봉헌이라도�하자는�생각이�들었다.
누군가를�위해�작은�고통을�화살기도만으로도�봉헌�할�수�있는�은총에�감사했다.
통증에�감사하며�기도의�영역도�성장하는�가�싶더니�언�통증도  기도도�잊혀져�버렸었다.
지금이라도�파티마에�오게�된�이유를�알�듯했다.

‘너희는�나를�잊어도�나는�너희를�잊은�적이�없다고�하신�하느님! 
 이�도미니카 (성당�문학회)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32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2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32주일 화답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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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교리를 사작 합니다.”“예비자 교리를 시작 합니다.”
입교: 11월 30일(주일) 까지 입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입교: 11월 30일(주일) 까지 입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세례식: 2020년 5월 17일(주일) 10시 30분 미사세례식: 2020년 5월 17일(주일) 10시 30분 미사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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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전지역 판매

0419 03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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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전문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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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왕�대축일/루카 23,35ㄴ-43(11월)

주제어: 그리스도�왕

“네가�유다인의�임금이라면, 너�자신이나�구원해�보아라.”(37절)
위의�질문은�주님께서�광야의�유혹에서부터�악마에게서�들었던 
유혹이고� 조롱입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백성의 
지도자들한테�빈정거리는�말투로�경멸을�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을까요? 그것을 
나누어보세요.

“예수님, 선생님의�나라에�들어가실�때�저를�기억해�주십시오.”(42절)
위와� 같이� 선한� 도둑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며’ 예수님께� 의탁하고� 청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착한� 도둑을� 보고�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나누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43절)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착한� 도둑의� 청원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그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청원을� 했을� 때, 응답받았던� 어떤� 경험(물질만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있나요?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것을�나누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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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위령성월을�맞이하여�가족, 레지오�단원들, 구역반원들,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방문하고� 연옥영혼들을� 위한 
연도를�바치고, 전대사도�얻도록�실천해봅시다.

2019년�사목지표를�읽고�매주�자기�점검(self-checking)하기

1.

 
 
2. 

인류공동의�집�지구돌보기�도우미
신청�모집대상: 기후변화, 생태환경사업종사자�및�경험자, 
                                관심자원봉사자
홈리스, 난민, 극빈자, 도움이�필요한�이웃돕기�도우미
신청�모집대상: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영어통번역사, 
                           여러�가지일�도우미
해외�어려운�교회돕기선교�도우미
신청�모집대상: 사회복지사, 건축전문기술종사자, 간호사,  
                           의사, 치기공사, 찬양보컬악기연주자, 
                           문학미술체육예술인, 교사
세이프가드(safe guard)를�위한�도우미
신청대상: 에이지�케어, 학교교육, 교육사업�종사자�및 
                  변호사, 관심있는�자원봉사자
혼인장애(혼인조당)해소돕기�도우미
취지: 혼인위기해소에�도움주는�법률상담,
          혼인장애해소도움을�위해�시드니대교구법원에�안내
신청�모집대상: 혼인가정관련�변호사, 종사자�및�관심있는 
                            자원봉사자
영적�돌봄을�위한�도우미
취지: 자녀교육, 부부관계, 가족의�영적�돌봄, 남녀관계
          이해�돕기�위한�영적�돌봄�도우미�모집
신청�모집대상: 상담가, 코칭, 교사, 관심있는�자원봉사자
문의: 11월 23일(토) 까지
성당�사무실: 8756 3333 / 0404 089 227
                      사무장: 0403 168 160, 
                      대외�사무장: 0406 997 224
                      info@sydneykcc.org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청년 및 일반교우 도우미 모집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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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금) 7구역 4 반 11월 3일 (주일) 8구역�회덮밥

추모 미사

1일(금) 저녁 7시 30분�위령의�달을�맞이하여�지난 1년간�우리�곁을 
떠나�하느님�품에�안기신�연령들을�위해�연도와�미사로�추모하였다.

교리 봉사회 피정

1일(금) - 2일(토) Mulgoa에서�교리 
봉사회�사도행전�통독�피정이�있었다. 

위령의 날 미사

2일(토) 오전 10시, Rookwood 한인 
천주교회�묘지에서�위령미사와 

연도가�있었다.

한국의 날 참여

2일(토) Croydon Park  한국의�날�행사에서�선교분과와�레지오�마리애 
및�기도학교�봉사자가�많은�교민들에게�천주교를�알리고�원하시는 

기도를�해주는�소중한�날이�되었다. 

예비자 환영식

3일(주일) 교중�미사�후 
가브리엘�방에서�예비자 

환영식이  47명의�입교 
신청자들과�교리교사들이 

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