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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를 위한 특별헌금 

  오늘은 성소주일이며 성소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

  니다.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증진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영세 

  일시 : 4월 28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알림 2018년 4월 22일 부활 제4주일(나해)
(제 2-653호)

현재(4월 18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97세대 3,534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70명입니다.

▶안나회 바자회 : 빈대떡, 족발, 닭강정, 잡채,

                   인절미, 생강 편강, 오이지 등등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오늘 점심 봉사 : 안나회

  다음 점심 봉사 : 하늘의 문 꾸리아

♠7공동체 2반 모임 

  일시 : 4월 23일(월) 19시 홍관면(요셉) 99659-0625

  R. Cardoso de Almeida 841 Salão de Festa

♠전례분과 교육(독서단, 해설단) 

  일시 : 4월 24일(화) 저녁 미사 후 대성당

♠어머니회 피정 

  일시 : 4월 28일(토)~29일(주일)

  장소 : Flos Carmel i 피정의 집 

♠주일학교 유치~3학년 소풍 

  일시 : 4월 29일(주일)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Sit io lândia - Serra da Cantareira

  도착 예정 시간 : 17시 30분 

  (대형 버스 진입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차량은 성당

   앞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십시오.)

♠거룩한 독서반 1기 성지순례 

  일시 : 4월 29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Aparecida

♠요셉회 바자회 

  일시 : 4월 29일(주일) 대건광장

  내용 : 추억의 옛날 ‘꿀호떡’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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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 물품 및 후원 신청서 접수 

  우리의 관심과 정성으로 소외된 계층과 이웃들에게 사

  랑과 정성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제7회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매 주일 성당 광장 / 평일 성당 사무실

  물품 : 의류, 악세사리, 생활용품, 도서, 장난감,

         신발 등 판매 가능한 깨끗한 물품

  주관 : 소공동체

  바자회 : 6월 3일(주일) 08시~14시 30분

♣ 성모의 밤 : 5월 8일(화) 저녁 7시 미사

  성모의 밤에 성모님 제단에 꽃을 봉헌하실 분이나 

  단체는 사무실에 헌화대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금으로 성모의 밤과 5월 한달동안 아름다운 꽃

  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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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오 마리애 / 각 단체 모임

각 공동체 모임

성경대학

레지오 마리애 / 성경대학 /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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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성가대 / 청소년 모임 

레지오 마리애 / 각 단체 모임

19:00
     

일시 : 시 분 극장 10 30

강사 : 김현태(안토니오)신부님

    

   

       

     

     

     

                  

  

  

  

  

 성소를 위한 특강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루카 )19 ,31

     

일시 : 월 일(수) 시 성당 극장 4 25 18

주제 :“한인 타운 치안 어떻게 해결하나?” 

주관 : 주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동포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포럼 

     

일시 : 월 일(주일) 시 분 극장 4 29 12 30

주제 :“부부, 행복한 가정” 

강사 : 송영오 베네딕도 신부님

      - 수원교구 가정 사목국장 역임

      - 아침마당’출연 외 다수 강의    KBS ‘  

   

       

     

     

     

                  

  

  

  

  

 본당 설립 53주년 기념 특강



영성의 향기 전례의 향기 /미사 이야기(Contar sobre a missa)

오래전에 어떤 신자분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말씀

의 예절이 끝난 후에 성당에 도착하여 성찬 전례에만 참

석을 하고 영성체를 했는데, 미사에 참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그리고 그 분은 그 날의 성

경을 전날 다 읽었고 기도 역시 하고 왔다고 했다. 미사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영성체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미사를 참여하는 목적이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는 크게 말씀

의 전례와 성찬례의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한쪽의 부

분을 생략하고 한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재료 없이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성찬전례(=성찬례)의 의미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

의 만찬을 함께 하신 것을 재현(re-presentation)하

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예물준비), 감사기도를 바치

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을 기념하고, 축성된 빵

과 포도주를 분배(영성체)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공동

체의 일치를 이루고 상호간 친교를 이루는 예식이다. 미

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례는 “최후의 만

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성찬례 전

체의 형식과 구조는 전례헌장에서 개정 지침에 따라 미

사경본의 총지침(72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성

찬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을 기억하

고 재현함으로써, 구원의 효과가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

에게 현실화되고 체험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까지는 이 성찬례를 “신

자들의 미사”, “봉헌미사” 라고 했는데 이는 초대 그리

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말씀의 전례가 끝이 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들은 자리를 비우고, 세례를 받은 신

자들만이 성찬예식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

수의 십자가상의 제사가 재현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를 영하는 성찬전례에 대한 교리를 예비신자들이 제대

로 이해하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41.성찬 전례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서 새로 들어온 장난감 토끼가 아

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하고 물으니까 말 인형이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이가 진정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

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하고 말인형

이 대답했습니다. 토끼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또 물었습니다. 말인형이 “깨어지기 쉽고, 날카로운 모서

리를 갖고 있고, 또는 너무 비싸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장난감은 진짜가 될 수 없어. 진짜가 될 즈음에는 대부분 

털은 다 빠져 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아주 남

루해 보이지. 하지만 그건 문제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항

상 아름다운 거니까.”라고 대답하는 벨벳토끼 이야기가 있습

니다.

장난감의 존재이유는 아이가 좋아하면서 잘 가지고 노는데 

있듯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수없이 

많은 가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 댓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신 

진짜하느님을 모시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사

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채우면서 존재이유를 살

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고, 맺힌 것이 많아 관계를 편안하게 하

지 못한다면, 가짜 하느님인 나 자신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

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벨벳장난감 토끼가 아이

의 손에 만져져서 털이 다 빠져 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

가 떨어져 아주 남루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이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진정한 만남, 아름다움을 지닌 진

짜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아

픔을 겪어야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닫힌 마음으

로 장식장의 장난감처럼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

지의 뜻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진짜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

고, 열매맺는 삶으로 주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Um recém chegado boneco de coelho perguntou para 
um boneco de cavalo, que é um antigo amigo de um 
menino que estava dormindo: “Queria ser um coelho de 
'verdade'. Do que será que são feitos?”. O boneco de 
cavalo respondeu: “Do que é feito um boneco de verdade 
não importa. Quando a criança realmente amar você e 
brincar com você por muito tempo, ou seja, ser 
verdadeiramente amado, você terá sido de verdade.” O 
coelho perguntou novamente “Como faço para ser 
amado?”. O cavalo respondeu “Os brinquedos que 
quebram facilmente, que são pontiagudos ou que 
precisam de muitos cuidados por ser caro não podem se 
tornar de verdade. Quando estão para se tornarem de 
verdade eles ficam sem os pelos, perde-se o olho e os 
membros e ficam bem desbotados. Mas não importa pois 
os de verdade sempre serão bonitos.” Este é o conto de 
um coelho de veludo.

Assim como a razão de ser de um brinquedo e que uma 
criança brinque com ela, nós que confessamos a Deus 
como nosso pai devemos servir Aquele que recuperou as 
nossas vidas se sacrificando por nós na cruz e que 
ressuscitou, aprendendo com ele e agindo como ele como 
uma pessoa de amor e misericórdia, completando a 
vontade do pai e fazendo disso a razão de vida, tudo isso 
em um mundo onde se cultua vários Deuses falsos. Caso 
em nossas vidas muita coisa nos incomoda e há tanto 
rancor ao ponto de tornar impossível um relacionamento 
tranquilo, será que não estamos insistindo e protegendo 
no culto a um outro falso deus que seria o próprio ego? 
Assim como o coelho de veludo precisa passar pela mão 
da criança a ponto de ficar desbotado e sem membros e 
assim permitindo um relacionamento de verdade em 
que nada atrapalha este relacionamento, nós também 
precisamos passar pela dor de nós sumirmos o ego 
perante Deus e ao próximo para que um encontro de 
verdade seja possível. Diferentemente da vida de um 
falso crente com um coração fechado que vive como um 
brinquedo que serve apenas como enfeite, vamos nos 
tornar um verdadeiro seguidor da fé, que para manter o 
verdadeiro relacionamento com Deus faz o trabalho de 
esvaziar e ir desmontando o nosso ego e seguir confiando 
no Espírito Santo e assim ir gerando frutos, alegrando a 
Deus e ao próximo como que um presente, assim como 
fez Jesus que deu a sua vida na cruz para fazer a vontade 
do pai.   Amém

하늘과 땅으로부터 사랑받는 ‘진짜’가 됩니다.

Vamos almejar ser alguém 'de verdade', amado na terra e nos cé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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