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희(실비아)

강신임(엘리사벳)

김영순(마리세실리아)

 3반

2반

1반

R.Prates,315  Ap51

R.Ribeiro de Lima,332 Ap162 

R. Ribeiro de Lima,316 Ap131

2018년 8월 26일 연중 제 21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44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1,022입니다.

♬입당�437���♬예물준비�513,�512��♬영성체�180,�178���♬파견�441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5        ◈ 제1보좌신부 : 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 제2보좌신부 : 김현태(안토니오) 2128-0417

◈ 분원장수녀 : 이 베니타 2128-0427(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7139-7838, 99679-9403, 99956-0215        ◈ 복지위원회 : 99679-9403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성경 공부반 개학 안내 : 8월 28일(화)부터  

♣은빛대학 개학 미사 

   일시 : 8월 30일(목) 9시 대성당 

♣성모 신심 미사 

   일시 : 9월 1일(토) 아침 7시

♣환자봉성체 : 9월 2일(주일) 오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8~9학년 피정 

  일시 : 24일(금)~26일(주일) Mary Ward

▶15세 가족 피정 : Flos Carmeli 피정의 집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님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7공동체 2반 모임 : 9시 미사 후 성당 출발

  장소 : 이천영(아오스딩)댁 Cel. 98103-5454

         Rua Ourinhos,149 Pq.Dom Henrique 2

         quadra B - Cotia

▶오늘 점심 봉사 : 대건회

  다음 점심 봉사 : 안나회

♠7공동체 1, 3반 모임 

  일시 : 8월 27일(월) 19시 성당 연회장

♠청소년분과 회의 : 9월 1일(토) 18시 11호실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일시 : 9월 2일(주일) 8시~10시 20분 대건광장

♠안나회 바자회 : 9월 2일(주일) 

  내용 : 오이지, 빈대떡, 닭강정, 족발, 청국장

         막걸리 등등

♠단체장 확대 회의 

  일시 : 9월 2일(주일) 12시 30분 극장

♠2공동체 반 모임 : 9월 3일(월) 19시

                 (단, 1반은 9월 4일 화요일 19시)

♠레지오 마리애 야외 행사 : 9월 7일(목)

  하늘의 문 꾸리아 : Santa Maria 농장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 본당

♠9월 전례 봉사 안내 : 2공동체 봉사

  

   일시 : 8월 31일(금)~9월 2일(주일)

  장소 : Casa de Paulina 피정의 집

  회비 : 부부당 R$650

          (포어권을 위해 동시 통역이 있습니다.)

  

13차 M.E 주말 신청 

에페���5 , 2 1 - 3 2

여호���2 4 , 1 - 2ㄱ . 1 5 - 1 7 . 1 8ㄴㄷ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요한���6 , 6 0ㄴ - 6 9복�음

♣미사�시간�안내�♣

미사�시간

07:00  09:00  10:30

07:00

07:00        19:0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요일 날짜

19:00

26

27

28

29

30

31

01

02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09:00  10:30

모임�안내

레 지 오 마 리 애

각 단 체 모 임

각 공 동 체 모 임

성 경 공 부

레 지 오 마 리 애

성 경 공 부 /성 가 대

성 경 공 부 /은 빛 대 학

성 령 기 도 회

성 경 공 부

호 산 나 성 가 대

청 소 년 모 임

레 지 오 마 리 애

각 단 체 모 임

모세오경반

수요일요일 화요일

과목 사도행전반 예언서반 요한복음반

금요일목요일
(제 2-671호)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양영호 호베르또님께서 8월 19일(주일)

  향년 69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양정한(레오), 양진미(로사리아) 

이경연 김의순 김창선
박정훈 김기섭 이동연

권석영
황석찬

권영소  

김재문
이종금

심경섭
최아미

해 설 봉 헌독 서
복 사

아 침 대 미 사

  이병준
  모이세 

김양근
임화순

장동선
박선옥

정옥희
유안순

 김덕남
 데레사

02일
전계옥
이평자

이춘원
이동숙

이경연 정형태 김창선 
박정훈 김의순 이재현

대건안드레

  최태훈
  토마스 

권석영
황석찬

권석영
황석찬

이경연 정형태 이동연
박정훈 김예순 이재현

09일

16일

23일

권석영
황석찬

김기섭 정형태 이동연 
김창선 김예순 이재현

이재현 정형태 김창선
박정훈 김예순 이동연

  이인숙 박영태
김숙자

정형태
박주현

권석영
황석찬

30일

남옥선
이상희

뻬르뻬뚜아

  

   일시 : 10월 7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믿음과 사랑(Fé e Amor)

  주관 : 대건회 

    

   

  

뮤지컬 공연 



우리문화 산책

첫째, 모든 평신도의 의무는 자신이 살아가는 주

변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구

석구석에서 전하는 복음선포는 그곳을 살아가는 평

신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

신도의 복음적 삶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장 큰 울

림이 됩니다. 그리하여 평신도가 살아가는 사회 모

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적 삶을 드러내게 됩니

다. 

사회 안에서 자신이 믿는 바와 자신의 생활을 일

치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생

활에 대한 관심은 사회 안에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는 거울이 됩니다. 즉, 각 가정과 여러 단체들, 다양

한 직업 등 평신도가 속한 구체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평신도의 의무는 자기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를 모두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

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도록, 먼저 자신

의 나라를 사랑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

니다. 국법과 국법의 집행이 모든 국민의 선익에 이

바지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에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평신도는 자신의 장소에서 하느님 나라

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시스템

을 복음의 정신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연대를 형제적 사랑의 연대

로 발전시키는 것은 세상의 가장 구체적인 장소에서 

살아가는 평신도가 지닌 주요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세상 안에서 어려운 이웃과 나라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Primeiro, o dever de todos os leigos é 
transformar o seu redor num reino de Deus. Pois a 
pregação do evangelho em todos os cantos do 
mundo é algo que somente o leigo local consegue 
fazer. A vida evangélica dos leigos torna-se o 
maior eco para os vizinhos incrédulos. Assim, é 
possível revelar a vida evangélica de leigos a todas 
as pessoas e em todos os lugares onde vivem.  

Um esforço constante para reconciliar o que ele 
acredita na sua vida dentro da sociedade revela 
Deus ao mundo. Além disso, as situações difíceis 
na sociedade e a preocupação com a vida tornam-
se um espelho da graça de Deus na sociedade. Em 
outras palavras, é espalhar o evangelho e viver 
uma vida praticando-o em cada lar, nas 
organizações, nas ocupações e lugares específicos 
onde os leigos estão localizados.

Em segundo lugar, o dever dos leigos é fazer 
tornar não apenas o seu entorno, mas o seu 
próprio país e todas as outras nações num reino de 
Deus. Com base no espírito do evangelho, devem 
primeiro amar a sua nação e cumprir seu dever 
como cidadãos, para que todos possam ter direitos 
e deveres iguais. Precisamos elevar as nossas 
vozes para que a aplicação das leis nacionais e 
estaduais sejam contribuídos para o bem de todas 
as pessoas. Um leigo, que desempenha um papel 
específico na política, deve fazer um esforço para 
criar um reino de Deus em seu lugar. É nosso 
maior esforço tornar o sistema da sociedade 
compatível com o espírito do evangelho.

É dever primordial do leigo viver no lugar mais 
concreto do mundo para desenvolver uma 
solidariedade de fraternidade em benefício de um 
ao outro. Vamos viver como um apóstolo que 
revela o reino de Deus através da sua atenção nos 
vizinhos e nações, especialmente no mundo.

브라질의 화폐 단위는 “헤알(Real)”을 사용하
듯이 한국의 화폐 단위는 “원(Won)”이에요. 한국
의 화폐는 동전과 지폐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의 원
화(돈)는 1962년부터 도입되었어요. 오늘은 한국
의 화폐(돈)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  동전

1. 십원짜리에 있는 탑은 뭐예요?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에요. 신라 시대 석
탑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해요.

2. 백원짜리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에서 이긴 이
순신장군(1545~1598) 이에요. 거북선은 130여
명이 탈 수 있는 전쟁용 배예요.

♣ 지폐

1. 천원짜리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조선시대 학자인 이황이에요. 도산서원을 만들어
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2. 오천원짜리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조선시대 학자인 이이라는 분이에요. 강원도 오
죽헌에서 태어났어요. 뒷면에 있는  초충도는 이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에요.

3.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있지요?

네, 그리고 한국의 다섯 산과 해, 달, 소나무를 그
린 일월오봉도가 있어요. 뒷면에는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측정하여 시계역할을 한 혼천의가 있어요.

4. 최근에 만들어진 오만원짜리에는 누가 있나요?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오천원
권의 주인공)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있어요. 조선 
중기의 화가인자 문인이었으며,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영성의 향기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 (4) 사회환경, 국가적, 국제적 영역
Departamentos de apostolado leigo: 

(4) Meio social, esfera nacional e internacional

한국의 화폐(돈)

 * 각주1 : 정선이 이황 생존시의 건물인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조선시대의 풍경화

    각주2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각석한 천문도('평양 성도(星圖)')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  위키백과  참조.

    각주3 : 어몽룡의 대표작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월매도(月梅圖)'는 당시 유행했던 흰 매화를 

                  수묵으로만 그리는 풍조를 대변하고 있다.

    각주4 : 조선시대 묵죽화의 3대 화가인 이정의 작품. 대나무의 줄기와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대나무의 탄성(彈性)을 잘 나타내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종류 앞면 그림의미

학 부(富)와 장수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거북선

벼 농경생활

다보탑
경주 불국사 4층 석탑

(국보 20호)

신사임당(율곡 이이의 어머니)

앞면 그림의미

퇴계이황 1계상정거도

율곡 이이 초충도의 수박과 맨드라미

세종대왕 2혼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3 4월매도 , 풍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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