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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8월 5일 연중 제18주일(나해)
(제 2-668호)

현재(8월 1일) 우리 성당 교우는 1,169세대 3,436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74명입니다.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 마사지

▶단체장 확대 회의 : 12시 30분 극장

  대상 : 본당의 모든 단체장 및 소공동체 임원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층 회합실

▶환자봉성체 : 오후

▶오늘 점심 봉사 : 성모회

  다음 점심 봉사 : 4공동체

♠1공동체 반 모임 : 8월 6일(월) 19시

♠2공동체 반 모임 : 8월 6일(월) 19시

♠9공동체 반 모임 : 8월 6일(토) 18시 30분

♠3공동체 반 모임 : 8월 10일(금) 18시

  장소 : 강성자(데레사)댁 Cel. 97266-3122

         R. Coronel si lva gomes 42, Apt11

♠예비신자 일일 피정 : 8월 11일(토) 9시~16시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일시 : 8월 11일(토)~12일(주일) Casa de Paul inas

♠자모회 : 8월 12일(주일) 10시 30분 14호실

♠요셉회 : 8월 12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일시 : 8월 12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성령 묵상회 버스 운행 시간표 : 8월 14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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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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대학 / 성령기도회 

성경대학 

 호산나 성가대 / 청소년 모임 

레지오 마리애 / 각 단체 모임

19:00

  

   일시 : 8월 31일(금)~9월 2일(주일)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회비 : 부부당 R$650

          (포어권을 위해 동시 통역이 있습니다.)

  

13차 M.E 주말 신청 

대

  
  

  ♦ 대성당 : 성인복사단, 아버지회

             대건회(8월 18일), 제대회(8월 19일)

  ♦ 파이프 올겐 : 도미누스 성가대

  ♦ 대성당 유아실 : 자모회

  ♦ 소성당 : 성령기도회, 포어 미사반

  ♦ 연회장 : 소공동체(7월 29일 완료)

  ♦ 연회장 주방 : 성모회(8월 5일)

  ♦ 극장 : 요셉회(8월 12일)

  ♦ 운동장,대건관,교실 : 청소년분과(8월 4일 완료)

  

본당 대청소 구역별 담당 단체 

     

주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 )15 11

일시 : 월 일(화)~ 일(금) 시 분~ 시8 14 17 18 30 22

       일(토) 시~ 시18 13 22

장소 : 본당 대성당

지도 : 박성준 세례자 요한 신부님

      (대전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참고 : 화~토요일 저녁 식사 제공됩니다.

       묵상회 전후 봉헤찌로와 아클리마썽 지역에

       버스 운행합니다.

       포어권을 위해 동시 통역을 합니다.

   

       

     

     

     

                  

  

  

  

  

 21차 성령묵상회

해피마트 앞ITAU 은행 응석이네 

18:0017:15 18:00

봉헤찌로아클리마썽

화(14일)~금(17일)

요 일

12:3011:50 12:30토(18일)

오구환(아오스딩) 3331-1390

김창현(바르나바)97338-08532반

1반

R.Newton Prado, 368 Ap84  

R. Julio Conceição, 447 Ap51

안효성(루시오) 99116-98913반 R.Neves Carvalho, 410 Ap 214 

2반

3반

R.Afonso Pena,379 Ap91 김명희(마리안나)99636-0424

이한순(소피아)97135-9112

R.Silva pinto, 465 무등산식당1반

R.Guarani 229 Ap 52

김호상(시몬) 97559-5466

양문자(엘리사벳)97266-6612

이명오(줄리아나)98447-4664

이춘원(안토니오)3227-0257

 3반

2반

1반

R.Prates,384  Ap62

R.Ribeiro de Lima,332 Ap84 

R. Ribeiro de Lima,316 Ap83



영성의 향기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1베드로 4,8)

옛날에 기어다니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

울밤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보내고,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얻어먹으며 겨

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났

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앉은뱅이는 눈이 되어주

고 맹인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맹인이 앉은뱅이를 

업고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두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얻어

먹고 살지만 혼자 살 때 보다는 살기가 훨씬 좋아 졌습니

다. 그러자 볼 수 있는 앉은뱅이는 혼자만 맛있는 음식

을 골라먹고 맹인에게는 맛없는 음식도 조금씩만 주었

습니다. 앉은뱅이는 점점 무거워져 가고, 맹인은 점점 

허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시골 논길을 

가다가 맹인이 힘이 없어 쓰러지면서 두 사람은 도랑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가끔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지혜를 지니지 않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은혜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만 채

우다 보면 앉은뱅이처럼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사는 길을 찾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밝은 표정으로 손 

내밀며 인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

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Sobretudo, cultivai o amor mútuo, com todo o 
ardor, porque o amor cobre uma multidão de 
pecados.”(1Pd 4,8)

Havia uma vez, um rapaz que rastejava pois tinha 
dificuldades para andar. Nos dias frios de inverno, 
passava a noite abraçado no chaminé das casas da 
cidade, e de dia mendigava no mercado para 
conseguir algo para comer. No meio disso, ele 
encontra um cego que também mendigava pela 
comida. Os dois que passavam pela mesma 
dificuldade, decidem viver juntos para ajudar um ao 
outro. O paraplégico tornou-se os olhos do cego, e o 
cedo as pernas dele. Quando o cego aparecia no 
mercado com o paraplégico nas costas, as pessoas os 
ajudavam de coração aberto, gostando de ver um 
ajudando ao outro. Continuavam a mendigar, mas a 
vida era um pouco mais agradável agora do que na 
época que era só. Então o paraplégico que podia ver 
separava comida gostosa para ele e dava só um 
pouco de comida ruim para o cego. O paraplégico foi 
se tornando mais pesado, e o cego cada dia mais 
fraco. Um dia, passando por uma ruazinha do 
campo, o cego sem forças caiu e os dois acabaram 
mortos dentro de um bueiro.  

Qual será o moral da história? Às vezes, por 
egoísmo, temos momentos que esquecemos a 
gratidão recebida dos outros, faz com que outros 
sofram, e arruinamos o clima da comunidade. Tudo 
se torna mais perigoso quando somente tem poder e 
bens sem a sabedoria de estar junto de Deus. Se você 
pensa que é o dono do mundo e não conhece a graça e 
somente interessa em preencher sua ganância com 
um coração orgulhoso, você irá morrer igual ao 
paraplégico. Cuidar de se mesmo é o meu dever 
básico. Mas ao mesmo tempo cuida de si, um cristão 
tem que dar forças aos outros, encontrar o caminho 
de conviver com os outros em harmonia, e ser feliz 
em conjunto. Sejamos cristão feliz que estende  a mão 
primeiro com sorriso no rosto para cumprimentar e 
viver de coração aberto valorizando com quem vive 
junto.  Amém.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을 지켜줍시다

Vamos preservar a felicidade da pessoa que convivemos juntos

8월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예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적 음식으로, 생명의 빵으로 내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

느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

수께서는 “하느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

니다. 결국 예수님과 생명의 빵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빵을 얻는 일에 동분서주 하다가 보니, 생명

의 빵을 구하는 일에는 등한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 빵도 우

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은총과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의 빵을 얻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눔1   영적인 빵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영적인 양

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

인지 나눠봅시다.

 나눔2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일이란, 다만 그분의 말

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분명히 삶으로 이어집니

다. 최근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지 

함께 나눕시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을 하신 다음날, 사람

들은 호수를 건너 예수께 몰려와서는,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기적 같은 것을 보여 주시기를 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빵이시라는 기적의 ‘영적 의미’ 보다는, 그저 빵

을 배불리 먹은 기적의 ‘물질적 의미’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

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

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

다.”(요한 6,26~27)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빵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

서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

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빵을 얻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

명의 빵이십니다.

♣ 성경본문 ♣

요한 6,24-35(연중 제18주일 복음)

♣ 성경구절 ♣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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