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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할 삼종 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부활 

  삼종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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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2018년 4월 8일 부활 제2주일 곧,하느님의 자비 주일(나해)
(제 2-651호)

현재(4월 5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97세대 3,537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71명입니다.

▶ACC 새신자 모임 피정 

  장소 : Casa de Retiro Nossa Senhora Aparecida

▶안나회 : 12시 소성당

▶요셉회 : 12시 10분 12호실

▶사목평의회 : 12시 30분 11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환자봉성체 : 오후

▶오늘 점심 봉사 : 3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성인 포어 미사반

                     

   

♠7공동체 1반 모임 : 4월 9일(월) 19시

  이준경(요한)댁, 98327-9582 / 3826-8438

  Rua Doutor Brasl i lo Machado 126 Apt21

♠9공동체 반 모임 : 4월 9일(월) 19시

♠5공동체 반 모임 

  일시 : 3반 16일(월) 19시, 4반 11일(수) 19시

         5반 18일(수) 19시

♠소공동체장 회의 : 4월 15일(주일) 9시 11호실

♠성소후원회 : 4월 15일(주일) 12시 20분 14호실

♠성모회 : 4월 15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주일학교 4~9학년 소풍 : 4월 15일(주일) 

  장소 : Magic City 

  도착 예정 시간 : 18시 30분 

  (대형 버스 진입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차량은 성당

   앞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십시오.)

♠레지오 마리애 쁘레시디움 단장 간담회 

  일시 : 4월 15일(주일)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M.E 상반기 전체 모임 

  주제 :‘행복이란?’

  일시 : 4월 15일(주일) 17시 연회장

  대표부부 : 강문국(레오날도) & 최은정(헬레나)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4월 21일(토) 07시

♣ 유아영세 : 4월 28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년 사목 중점 사항 중의 하나로‘잃은 양 찾기 2018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쉬는 교우를 찾아

다시금 아버지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쉬는 교우를 알고 계신분은‘쉬는 교우 신상카드’를 

작성하셔서 대성당 입구에 있는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교우를 찾습니다. 

     

▶일시 : 시 분 대성당12 30

▶연주 : El isa Freixo

Santa Marcel ina 졸업 후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학

유럽과 남미에서 오르간과  연주자로 활동 중 Cravo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주 님 은   좋 으  신  분     찬 송  하  여  라    -      주  님 의   자  애 는   영    원    하   시   다

1 요 한  5 , 1 - 6

사 도  4 , 3 2 - 3 5

성 가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요 한  2 0 , 1 9 - 3 1복 음

입 당

영성체

예물준비

파 견

136

500,501

209,21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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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반

3반

R.Afonso Pena,289 Salão 신동희(이네스)99636-0424

이한순(소피아)98177-1128R.Guarani, 229 Ap52 

3반

4반

5반 R.Jaspe,70 Ap.81

김병국(베네딕도)99544-7200

R.Jaspe, 70 Ap.151 김재문(토마스모어)99952-1215

김병국(베네딕도)99544-7200

R.Jaspe, 70 Ap.81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김영호 이냐시오님께서 4월 5일(목)

  향년 6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임수옥 안나

  자녀 : 김효원 루시아, 김연정 아네스, 

         김소아 줄리엣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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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로 바치는 사도신경은 니체아신경 보다 간

단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구성은 

단순하면서 지극히 종교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 사도

신경은 초세기 중엽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골자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하여 예비신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강생구속,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것과, 

교회와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고

백을 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전통적인 교리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도신

경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이며, 알아 두어야 할 교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에게 대한 믿

음을 바탕으로 하여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 

신앙고백문의 형식은 다른 기도문과는 달리 교송으

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제와 회중은 함께 고백하

며,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지만, 때

에 따라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낭송할 수도 

있다(미사 경본 총지침 67항). 신앙고백은 그리스도

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

의 진리를 실현하겠다는 고백이다. 신앙고백 후에는 

강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잔치인 성찬례에 

참석하기 때문에, 파스카의 신비인 성찬례의 잔치에 

들어가지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 강화, 고백하는 순

간이라고 할 수 있다.

39.말씀 전례(신앙고백②)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는 자선을 통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

선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것을 선포합니다. 자선을 실

천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자,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마치 한 가족처럼 가까

워졌기 때문에, 자선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

다. 기본적인 의식주, 의약, 직업, 교육 등 인간으로서 기본

적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가난과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러한 이들을 찾

아가 위로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의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유한 개인과 민족에게 지워져 있음을 잊

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선은 첫째, 아무런 조건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바

라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

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마태 25,35-36 참조). 둘째, 자

선을 받는 이들의 자유와 품위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순수한 자선활동에 자신의 이기심이나 지배욕이 섞이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느님 정의의 입장에서 이미 주었어

야 할 것을, 사랑의 선물처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곤경에 빠진 개인과 민족에게 개인적, 

공적인 방법을 통해 힘껏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제자로 살게 되

는 것입니다. 

O objetivo do apostolado leigo é a prática do 

mandamento de amarmos o próximo através da 

caridade. Como discípulo de Cristo, a caridade se 

traduz em praticar o amor ao próximo. A igreja católica 

proclama em toda missa que iremos compartilhar este 

amor ao compartilharmos o corpo de cristo. A prática 

da caridade é o dever e um direito inalienável da igreja.

Hoje em dia, com o desenvolvimento dos meios de 

transporte e a aproximação do mundo como se fosse 

apenas uma família, o escopo da prática da caridade 

está maior. Há pessoas sofrendo com a pobreza e 

doença, privadas das necessidades básicas e remédios, 

emprego, educação, enfim, tudo que é primordial ao ser 

humano. O leigo com o amor de Cristo precisa procurar 

estas pessoas e prover consolo e ajuda a elas. Não 

podemos nos esquecer que esta obrigação pesa 

primeiramente sobre pessoas e povos ricos.

Porém esta caridade precisa, em primeiro lugar, ser 

puramente sem contrapartidas. Isto não é possível a não 

ser que possamos enxergar a imagem de Deus e do 

senhor Jesus no próximo. O homem foi criado a imagem 

e semelhança de Deus e dar aos pobres na realidade 

constitui darmos para Cristo (ver Mateus 25,35-36). Em 

segundo lugar, é necessário que respeitemos 

verdadeiramente a liberdade e a dignidade dos que irão 

receber a caridade. Temos de tomar cuidado para que a 

pura caridade não se misture ao nosso egoísmo ou 

senso de poder. Não podemos dar algo que já deveria 

ter sido entregue por obrigação segundo a justiça de 

Deus como se fosse um presente de amor.

Portanto, o leigo alcança seu objetivo através da 

prática da caridade ao ajudar indivíduos e povos em 

dificuldade utilizando-se de meios pessoais ou 

públicos. Assim, vive-se como um discípulo que 

reparte o amor do senhor Jesus.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 : (3)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Objetivos do Apostolado dos Leigos: 

(3) É necessário a prática da cari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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