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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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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봉성체 : 5월 6일(주일) / 8일(화)

   환자봉성체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해 주십시오.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5월 19일(토) 아침 7시

알림 2018년 5월 06일 부활 제6주일(나해)
(제 2-655호)

현재(5월 2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96세대 3,53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45명입니다.

▶고등부 소풍 : Mair inque

▶신망애 장학회 제36회 의료 봉사 

  내용 :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 마사지

▶자모회 :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사목평의회 : 12시 30분 11호실

▶안나회 : 12시 30분 13호실

▶6공동체 반 모임 : 5월 6일(주일) 17시

▶오늘 점심 봉사 : 4공동체

     (53주년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다음 점심 봉사 : 청년회, 강학회

♠2공동체 반 모임 : 5월 7일(월) 19시

♠4공동체 3반 모임 : 5월 7일(월) 19시

  김용석(베드로)댁 94121-4035

  Av. Lacerda franco 527 Apt 271  bl/01

♠9공동체 반 모임 : 5월 7일(월) 18시 30분

♠어린이 복사단, 성가대, 전례부 피정 

  일시 : 5월 12일(토) 실로에 피정의 집 

♠요셉회 모임 : 5월 13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 5월 13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모임 : 5월 13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성모회 모임 : 5월 13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성인 복사단 피정 

  일시 : 5월 19일(토)~20일(주일) 실로에 피정의 집

♠소공동체장 회의 : 5월 20일(주일) 9시 11호실

♠하늘의 문 꾸리아 월례회 

  일시 : 5월 20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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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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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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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ampaio Viana, 601 A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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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반 조영선(알폰소)98165-2030

유재용(토마스)98259-0779

조돈태(다니엘) 3311-6996

허윤(아리시피오)95304-5090

 3반

2반

1반

R.Prates,360  Ap51

R.Ribeiro de Lima,458 Ap12 

R. Ribeiro de Lima,236 Ap93

     

일시 : 월 일(주일) 시 분 극장 5 22 12 30

주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 ,4 4)

주관 : 성령기도회     

   

       

     

     

     

                  

  

  

  

  

 찬양의 날

     

일시 : 월 일(주일)~ 월 일(주일)까지 4 29 5 27

독서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인 월을 맞이하여 5

성물방에서 도서를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 %~ % 이상)10 40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독서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심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리한 두뇌를 만들어준다. -프랭클린

   

       

     

     

     

                  

  

  

  

  

 도서 특별 할인 판매
1,2반

3반

R.Afonso Pena,289 Salão 강선옥(에스텔)97250-5522

우창근(미카엘)97135-9112R.Correia de Melo 216 Ap 62 



영성의 향기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

면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이르면 양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것이었습

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목동은 그곳에 가서 자세

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니 그곳에는 작은 가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음...이 가시나무가 양들을 찌른 것이

었군.” 목동은 다음 날, 가시나무를 베어내려고 그곳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그 가시나무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

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 걸려 있는 양털을 새들이 물고 날

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상처로 얻은 털이 

새들의 포근한 둥지가 되는구나!” 목동은 가시나무를 베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콩나물국이야?” 아침에 투정을 부리는 작은 아

이를 보며, 엄마는 “아빠가 콩나물국을 좋아하는 거 알잖니. 

그리고 콩나물은 머리를 좋게 하고 소화를 잘되게 한단다. 콩

나물처럼 키가 쑥쑥 커야지?” 하고 다정하게 다독거립니다. 

하지만, 어제도 어김없이 콩나물을 사들고 퇴근한 아빠 때문

이라는 것을 아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 때마다, 

길거리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

던 것입니다. 천 원짜리 한두 장이면 할머니에게 미소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걸어 일터로 간다면, 누군가 

거리를 청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하루를 살

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었기 때문이

고, 기쁘게 환대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거리를 안겨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당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 주변에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겨난 

'행복'입니다. 그러니 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감사하십시오.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이 될 것입

니다.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리는 행복

5월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대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설득은 계속됩니다. ‘종과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요한 15,15 참조)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

기에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다는 것

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

라”(요한 15,17).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

시고 제자들을 설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 강조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1. 하느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1요한 

4,10). 그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나눔2. 목숨을 내 주어도 좋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눔3.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뽑힌 이유가 성경에 무

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

다”(요한15,9).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

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

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셨고, 그렇게 체험한 사

랑의 방법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서 안

에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

랑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스승의 가르침

을 지켜 스승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당신께서 아버지와의 사랑 속에서 체험

한 ‘기쁨’을 제자들도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다(요한 

15,11 참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

한15,12). 스승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은 예수

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계명으로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그

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

랑’(요한 15,9)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체험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 성경본문 ♣

요한 15,9-17(부활 제6주일 복음)

♣ 성경구절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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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um vilarejo havia um pastor de ovelhas. Estava 

conduzindo as ovelhas descendo a montanha a noite 

quando encontrou algo estranho. Sempre que passavam 

por um determinado lugar, as ovelhas se machucavam 

levemente. Como acontecia repetidamente, foi ao local em 

questão e observou atentamente. Havia por ali uma 

pequena árvore espinhosa. “Ah.. É esta árvore espinhosa 

que está ferindo as ovelhas.” No dia seguinte, o pastor 

voltou ao local para cortar a árvore espinhosa. Porém ele 

não pôde cortar a árvore. Ele percebeu que pássaros 

levavam os pelos das ovelhas que haviam se prendido nos 

espinhos. “Os pelos das ovelhas obtidas a custo das 

feridas das ovelhas se transformaram em confortáveis 

ninhos para os pássaros!” O pastor voltou sem cortar a 

árvore.

“Hoje vamos ter cong-namul-guk (sopa de broto de 

feijão) novamente?” Ao ver seu pequeno filho reclamar de 

manhã, a mãe diz “Você sabe que seu pai gosta da sopa. 

Além do mais esta sopa melhora a digestão e a 

inteligência. Tem que crescer bastante igual um broto de 

feijão certo?” Consola a mãe carinhosamente. Porém, mal 

sabe o filho que foi por causa do pai que comprou o broto 

de feijão após o expediente, como fazia habitualmente. 

Quando sai do trabalho, não conseguia ignorar a velha 

senhora vendendo o broto de feijão. Pois com apenas uma 

ou duas notas de mil Wons, era possível dar um sorriso a 

esta senhora.

Se eu vou ao trabalho por ruas limpas, é porque 

alguém as limpou. Se eu posso viver um dia feliz, é 

porque alguém sorriu e me recebeu com alegria. Se o meu 

coração está tranquilo, é porque a minha esposa e meus 

filhos se esforçam para manter esta tranquilidade.

E se eu venho para a Igreja com o coração feliz, é 

porque as pessoas em volta não me interromperam para 

que eu possa ter este momento.

Todos nós usufruímos destas felicidades que vem do 

sacrifício e dedicação de alguém. Se pararmos para 

pensar, é a 'felicidade' que foi criada pelo sacrifício e 

dedicação  de  a lguém.  Por tanto ,  agradeça  ao 

desconhecido ao usufruir da felicidade do dia a dia. Ao 

fazer isso, o seu dia hoje será mais especial do que ontem.

Felicidade que vem da dedicação e sacrifício de algu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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