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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간 및 성체 강복 : 5월 3일(목) 저녁 7시 미사 후

♣ 성모 신심 미사 : 5월 5일(토) 아침 7시 미사

♣ 환자 봉성체 : 5월 6일(주일) / 5월 8일(화)

   환자봉성체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해 주십시오.

알림 2018년 4월 29일 부활 제5주일(나해)
(제 2-654호)

현재(4월 24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96세대 3,53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33명입니다.

▶어머니회 피정 : 4월 28일(토)~29일(주일)

  장소 : Flos Carmel i 피정의 집 

▶거룩한 독서반 1기 성지순례 : Aparecida

▶주일학교 유치~3학년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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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회 바자회 : 추억의 옛날 ‘꿀호떡’판매

▶교육분과 월례회 : 9시 11호실

▶향심 기도 모임 : 12시 1층

▶오늘 점심 봉사 : 하늘의 문 꾸리아

  다음 점심 봉사 : 4공동체

     (53주년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분과 회의 : 5월 5일(토) 18시 11호실

♠고등부 소풍 : 5월 6일(주일) Mair inque

♠신망애 장학회 제36회 의료 봉사 

  일시 : 5월 6일(주일) 8시~10시 20분 대건광장

  내용 :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 마사지

♠사목평의회 : 5월 6일(주일) 12시 30분 11호실

♠안나회 : 5월 6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6공동체 반 모임 : 5월 6일(주일) 17시

♠성당 묘지(겟세마니) 관리비 납부 요청 

  2018년 R$400

♠5월 전례 봉사 안내 : 6공동체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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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 물품 및 후원 신청서 접수 

  소외된 계층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나누며 더불

  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제7회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시 : 매 주일 성당 광장 / 평일 성당 사무실

  물품 : 의류, 악세사리, 생활용품, 도서, 장난감,

         신발 등 판매 가능한 깨끗한 물품

  바자회 : 6월 3일(주일) 08시~14시 30분 1 요 한  3 , 1 8 -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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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날짜

주일 07:00   09:00   10:30

 레지오 마리애 / 각 단체 모임

각 공동체 모임

성경대학

레지오 마리애 / 성경대학 / 성가대  

성경대학 / 성령기도회 

성경대학 

 호산나 성가대 / 청소년 모임 

레지오 마리애 / 각 단체 모임

19:00

     

일시 : 월 일(주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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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월 일(토) 시 분 연회장 5 5 20 30

주제 :“ ” Ele Vive!

        

   

       

     

     

     

                  

  

  

  

  

 EPA  찬양의 밤(Encontra para Adorar)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장일환 베드로님께서 4월 22일(주일)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고)이영애 안나마리아

  자녀 : 장영배, 장영숙 실비아, 장영재

  

이경연 정형태 김창선
박정훈 김기섭 이재현

권석영
황석찬

권영소  

심경섭
최아미

김양근
임화순

해 설 봉 헌독 서
복 사

아 침 대 미 사

  이병준
  모이세 

장동선
박선옥

박영태
김숙자

백영희
양영미

 김덕남
 데레사

06일

피 정

유인철
유일선

탁경자
최정희

조영선
이준자

이경연 정형태 김창선 
박정훈 김예순 이재현

대건안드레

  최태훈
  토마스 

권석영
황석찬

권석영
황석찬

이경연 정형태 김창선
박정훈 김예순 이재현

13일

20일

27일
R.Sampaio Viana, 601 Ap51

2반 R.Humberto 1, 652 Ap91A 탁경자(젬마) 96600-4440

1반 조영선(알폰소)98165-2030



♣통일 전망대와 판문점

1.고성의 통일 전망대는 어떤 곳이에요?

     1983년에 세워진 한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예

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역

할을 해요. 또한 금강산과 동해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도 유명해요.
32. 판문점 은 어떤 곳이에요?

     판문점을 공동경비구역(JSA)이라고 불러요. 6.25전쟁 이

후인 1953년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 UN측과  북한측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동 경비구

역 안에는 회의장을 비록하여 유엔측의 '자유의 집'등이 있어

요.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영성의 향기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8)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이

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시편 80,8-9)라고 읊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노래합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

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

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이사 5,1-2) 에제키엘 예언

자는 15장 전체를 ‘포도덩굴의 비유’로 할애하면서 이스라엘

에 대한 경고를 외칩니다. “너 사람아, 포도덩굴을 무엇에 쓰

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면에 귀 

기울입니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

에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오. 시

편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사실이

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대들은 점점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했고,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대들이 

불에 던져질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이제

라도 그 불을 면하려거든 제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라오. 다시 말해, 내가 그대들을 구

원한 진정한 구세주란 말이오. 그대들이 구원을 얻으려거든 모

두 나에게 붙어있어야 하오.” 

(류해욱 신부(예수회) 강론중에서) 

“Se permanecerdes em mim, 

e minhas palavras permanecerem em vós, 

pedi o que quiserdes, e vos será dado. 

Nisto meu Pai é glorificado: que deis muito fruto e 

vos torneis meus discípulos.”

(Jo 15, 7-8)

No antigo testamento, Israel é descrito como vieira. 

Como podemos ver nos Salmos: “Deus dos exércitos, 

restaura-nos, faze brilhar teu rosto e seremos salvos. 

Tiraste uma videira do Egito, para transplantá-la 

expulsaste os povos.”(Sl 80,8-9). O profeta Isaías canta: 

“Vou cantar para meu amigo versos de amor por sua 

vinha: Possuía meu amigo uma vinha, numa encosta 

de terra fértil. Ele cavoucou, arrancou pedras, e ali 

plantou mudas selecionadas. Bem no meio construiu a 

torre de vigia e também o lagar de amassar uvas. 

Esperava que produzisse uvas boas, mas só deu uva 

brava.”(Is 5,1-2) O profeta Ezequiel cita advertências 

sobre Israel, atribuindo todo o capítulo 15 inteiro para 

contar 'a parábola da videira'. “Ô homem, em que 

você iria utilizar a videira?” Mas Jesus se define como 

verdadeira vieira. Ouvimos as palavras de Jesus na 

meditação. “Vocês tem orgulho de ser Israelense. Mas 

se você achar que Israel será salvo só porque é o povo 

escolhido de Deus, estão enganados. É verdade que 

Deus plantou uma boa videira, como diz nos Salmos. 

Mas, como diz o profeta Jeremias, vocês se tornaram 

híbridos cada vez mais inferiores, e pensar que serão 

atirado ao fogo de acordo com a profecia do profeta 

Ezequiel, o meu coração parece rasgar. Mesmo agora, 

antes que seja muito tarde, caso queiram poupar-se 

desse fogo, por favor, acredite em mim, Jesus, a quem 

Pai lhe enviou. Eu sou a verdadeira vieira. Em outras 

palavras, que eu sou o verdadeiro Salvador que irá 

salva-los. Se desejarem ser salvos, precisam 

permanecer comigo.” 

(partes da homília de Pe. Hae-Wook, Ryu (Jesuíta)) 

참 포도나무

Uma verdadeira videira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

전선을 가진 나라예요. 따라서 한국의 남성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해요. 이번에는 한국의 군대

제도와 휴전 협정이 맺어진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해 알아

봅시다. 

♣ 군대제도

1.한국 남자들은 언제 군대에 가요?
1     보통 20세에서 22세 사이에 군대를 가요.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2.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2    육군이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이 24개월 로 조금씩 

달라요. 그 기간 동안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의 순서로 계급장을 달아요.

3. 군대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군 복무를 마친 후  8년동안 예비군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

해 1968년에 만들어진 예비 군대)에 소속이 되요. 회사를 다

니는 사람도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할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4. 이것으로 병역의 의무는 끝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월  15일에 민방

위 훈련을 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

아요. 남자들은 예비군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40세가 될 때까

지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한국의 군대제도와 공동경비구역(JSA)

우리문화산책

 * 각주1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 지원이 가능하며, 
                 19세부터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현역병 군복무기간", 
                 『시사상식사전(서울: 박문각: 2017,08,09 )』.
    각주2 : 2012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복무기간이다.
    각주3 : 판문점: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군사분계선에 위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곳 명칭은 UN측과 북한측의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결정되었다.  
                 전미순 [문화속 한국어])(서울: 랭귀지플러스 ,2008). P163 재인용.

<판문점> <자유의 집><통일전망대>

※ 미사통상문 ‘신자들의 응답’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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