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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할 삼종 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부활 

  삼종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간 변경 안내 

  4월 3일(화) 저녁 7시 미사와 4월 4일(수) 아침 7시 

  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2018년 4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나해)
(제 2-650호)

현재(3월 28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97세대 3,537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1,053명입니다.

성 가
입 당

영성체

예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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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애 의료봉사 : 8시~10시 20분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의료봉사자(의사, 약사, 간호사 - 학생, 전문의)를 

    찾습니다. 1년에 1번도 좋습니다.

    문의 : 김호상(시몬) 99907-3996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층 회합실

▶남성 단체 친목 운동회 : 13시 30분 운동장

  단체 : 요셉회, 아버지회, 대건회, 주일학교 교사,

         고등부 교사, 청년회

▶오늘 점심 봉사 : 대건회

  다음 점심 봉사 : 3공동체

♠1공동체 반 모임 : 4월 2일(월) 18시 40분

♠2공동체 반 모임 : 4월 2일(월) 19시

♠5공동체 6반 모임 : 4월 2일(월) 19시

  정철상(베네딕도)댁 R.Espir i to Santo 55 Ap91

♠청소년분과 회의 : 4월 7일(토) 18시 11호실 

♠ACC 새신자 모임 피정 : 4월 8일(주일) 

  장소 : Casa de Retiro Nossa Senhora Aparecida

♠안나회 : 4월 8일(주일) 12시 13호실

♠사목평의회 : 4월 8일(주일) 12시 30분 11호실

♠M.E 상반기 전체 모임 주제 : ‘행복이란?’

  일시 : 4월 15일(주일) 17시 연회장

♠4월 전례봉사 안내 : 5공동체 봉사

  

  

♣ 성시간 : 4월 5일(목) 저녁 7시 미사 후 대성당

♣ 성모 신심 미사 : 4월 7일(토) 아침 7시

♣ 환자봉성체 : 4월 8일(주일) / 4월 10일(화)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해 주십시오.

♣ 성당 묘지(겟세마니) 관리비 납부 요청 

  성당 묘지(겟세마니 공원묘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R$330 / 2016년 R$350 / 2017년 R$380

  2018년 R$400

     

도미누스 성가대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미 찬양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님을 모집합니다. 

특히 남성분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 단장 장명조(안토니오) -99999 0791

   

       

     

     

     

                  

  

  

  

  

 도미누스 성가대원 모집      

▶일시 : 월 일(주일) 시 분 대성당4 8 12 30

▶연주 : El isa Freixo

Santa Marcel ina 졸업 후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학

유럽과 남미에서 오르간과  연주자로 활동 중 Cravo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콜 로  3 , 1 - 4

사 도  1 0 , 3 4 ㄱ . 3 7 ㄴ - 4 3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요 한  2 0 , 1 - 9복 음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속가

파 견

이  날  은     주  님  이     마  련  하  신      날        이  날  을       기  뻐  하  며     즐  거  워  하     세

 

최광남(오딜로)3337-3069

윤종인(프란치스카)96402-71242반

1반

R.Newton Prado, 368 Salão  

R. Julio Conceição, 640 Ap62

최명숙(아욱실리아도라)99547-58833반 R.General Flores,281 Ap51 

양문자(엘리사벳)97266-6612

남옥선(사비나) 3311-7208

권미경(소피아)97388-5118

 3반

2반

1반

R.Prates,384  Ap62

R.Ribeiro de Lima,332 Ap114 

R. Ribeiro de Lima,316 Ap83

김창선 정형태 김의순
김예순 이경연 이재현

황석찬
권석영

권석영
황석찬

권영소  

방호원
윤명순

김정수
양은경

해 설 봉 헌독 서
복 사

아 침 대 미 사

  이병준
  모이세 

홍관면
박선옥

강문국
최은정

백길연
강희영

 김덕남
 데레사

01일

이동연 정형태 박정훈
이경연 김기섭 김창선

정철운
신현희

김인식
강화순

이강희
신명수

이동연 김창선 박정훈 
김예순 김의순 이재현

대건안드레

  최태훈
  토마스 

권석영
황석찬

권석영
황석찬

전 단원

08일

15일

22일

이동연 정형태 박정훈
김기섭 이경연 이재현

  이인숙
  

김재문
이종금

이종호
한승희

권석영
황석찬

29일
뻬르뻬뚜아



영성의 향기 

중국 송나라 때에 지방의 한 벼슬아치가 보석 감정인을 

찾아 왔습니다. “이 옥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감정해 주

시오.” 한참 동안 옥을 자세히 살펴보던 감정인이 말했습니

다. “이 옥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입니다.”    

사실 그가 옥을 감정한 이유는, 나라의 높은 재상, ‘자한’이

라는 사람에게 청탁을 할 때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그

는 그 옥을 가지고 ‘자한’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옥입니다. 제가 보배로 여기며 지금까지 

보관해 왔지만, 이제는 자한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소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자한’은, 이를 거절하

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옥을 보배로 여

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있소. 내가 이 옥을 받으면 우리 둘 다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

는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도로 가지고 가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보배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순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난처함을 모면

하기 위해 너무도 쉽게 내어주는 오류는 범하지 않길 바랍니

다. 우리의 소중한 보배는 복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신앙의 보화를 버리거나 숨기

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옳지 못한 소리를 하거나, 이웃에 대한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하고 있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침묵하며 있더라도, 자신 신앙의 소신을 펴지 못한

다면 보물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쌓아올린 좋은 평판도 소중한 보배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

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

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서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

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물론 남들의 평가가 항상 옳을 수는 없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의 성격 때문에 때로 사업 방향이 다소 강제적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정신, 즉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중심에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할 것입니

다.

Durante a Dinastia de Song, um funcionário do 
governo local visitou o avaliador de jóias. "Por favor, 
julgue quanto vale esse jade", disse o avaliador que 
estava olhando jade por um longo tempo. "Este jade é 
uma pedra preciosa que não pode ser encontrada no 
mundo". Na verdade, ele estava pensando em dedicar 
este jade para solicitar favores ao "Jahan", uma figura 
alta do país.

No dia seguinte, ele foi ao Jahan com seu jade e disse: 
"É um jade raro que não pode ser encontrado no 
mundo. Tenho mantido até agora como um tesouro, 
mas agora quero dedica-lo a Jahan ".

No entanto, "Jahan", que sempre teve uma 
personalidade honesta e honrada, recusou-se a dizer 
isso. "Você considera este jade como um tesouro, mas 
considero meu coração que não deseja como um 
tesouro precioso. Se eu receber este jade, nós dois não 
perderiamos tesouro precioso? Então leve-o embora ". 

Qual é o seu tesouro da sua vida? Independente do 
seu tesouro ser bem material ou emocional, não 
cometam erros de largar a mão do mesmo tão 
facilmente pela ganância,   ou para escapar do 
constrangimento do momento. Nosso precioso tesouro 
é o espírito do evangelho. Mas, às vezes abandonamos 
ou escondemos o tesouro da nossa fé. Isso acontece 
quando dizemos coisas incorretas, ou quando 
desfrutamos das fofocas sobre os seus vizinhos, e 
mesmo quando nos mantemos calados para não se 
alienar, se não soubermos falar a verdade sobre a nossa 
fé seria como se não déssemos valor ao nosso tesouro.

Ter uma boa reputação que acumulamos em nossas 
vidas pode ser também um valioso tesouro. Um filósofo 
famoso chamado Sócrates disse: "Entre todo tesouro 
que você pode ter durante a vida, considere a boa 
reputação como o seu maior tesouro. A fama é como um 
fogo, então, uma vez que você incendia, é relativamente 
fácil mantê-lo, mas uma vez que apaga a chama, é muito 
difícil salvar o fogo novamente. A maneira de construir 
uma boa reputação é tentar obter o que você quer 
mostrar. "

Como é a sua reputação na comunidade que você faz 
parte? É claro que as avaliações de outros nem sempre 
estão corretas e, às vezes, a direção do negócio pode ser 
um pouco compulsiva devido à natureza da 
comunidade que considera mais a importância da 
convivência. Mas, acima de tudo, devemos sempre 
considerar se o espírito do evangelho, o espírito de 
Deus e o amor do próximo como centro de tudo.

인생의 보배 Tesouro da vida

같은 시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이들은 주님의 크고 작은 사랑

을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메마르고 어두운 모

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세

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빛의 자녀

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견한 이들은 빛을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①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왔

습니까?

②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인

사’를 건네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③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에게 나

타나시어 상처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에 토마스는 예수님께

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토마스 사도의 마음과 감정은 어

떠했을까요? 만일 내가 토마스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믿습니다. 물

건을 구입할 때 또는 새로운 사람이나 공간을 마주할 때 눈으

로 보면서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님

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화

를 당할까 두려워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며 나타나셨고, 그제야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있지 

않았던 토마스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드

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상처를 

드 러 내 셨 고 , 토 마 스 는 결 국 “ 저 의 주 님 , 저 의 하 느 님 !”

(28절)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그 소식을 들었

던 사람들 중에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을 믿었던 이

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제야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

지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9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찰해 보아

야 하는 것은 ‘보고도 믿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성숙한 믿음

이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실천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4월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 성경본문 ♣

요한 20,19~31(부활 제2주일 복음)

♣ 성경구절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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