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30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알라딘(Aladdin)

            “알라딘아, 네 모습 이대로 너무 

          아름답단다.”

  주관 : 어린이 성가대 & 어린이 전례부

    

   

  

어린이 뮤지컬 공연 

2018년 9월 16일 연중 제 24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43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94명입니다.

♬입당�29����♬예물준비�211,�220���♬영성체�159,165����♬파견�2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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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이 10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시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예비신자 봉헌카드는 

  사무실과 대성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소 방문 : 9월 16일(주일)~19일(수)

  공소 : Curit iba, Joinvi l le, Brusque,

         Palhoça, Florianópol is

    공소를 방문하시는 주임신부님과 이 베니타 

  수녀님 그리고 공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학회 피정 : Mary Ward 피정의 집

▶요아킴회 야유회 : Riacho Grande

▶소공동체장 : 9시 11호실

▶첫 영성체반 가족 피정 

  장소 : 성 베르나르도 마리아 수녀원

▶어린이 성가대 자모회 : 10시 30분 12호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꾸리아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7공동체 모임 : 교중 미사 후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7공동체

♠다락방 기도 모임 성지순례 

  일시 : 9월 17일(월) 

  장소 : 매듭 푸는 성모님

        Santuár io Maria Desatadora dos Nós

♠은빛대학 소풍 

  일시 : 9월 27일(목) 08시 30분 성당 출발

                      17시 성당 도착 예정

  장소 : Vale do Sohno Hotel & Eventos

♠15세 신앙 교육 수료 감사 미사 

  일시 : 9월 29일(토) 저녁 7시 미사

♠성소 일일 반찬 가게(성소 후원 기금 마련) 

  일시 : 9월 30일(주일) 대건 광장

  내용 : 묵, 족발, 돈가스, 오이지, 해물 파전, 

        오징어 젓갈, 막걸리, 직접 손으로 빚은 

        만두, 베테하바 장아찌 등등

화답송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봉헌

   일시 : 9월 23일(주일) 10시 30분 교중 미사

  9월 24일(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

  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부모,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9월 23일(주일)에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예물 봉투

  를 9월 19일(수)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십

  시오.

♣ 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 제출

   성당의 모든 단체는 내년도(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를 10월 14일(주일)까지 사무실이

  나 성당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양식은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 2-674호)

  

   일시 : 10월 7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믿음과 사랑(Fé e Amor)

  주관 : 대건회 

    

   

  

뮤지컬 공연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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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주님을�사랑하네.�애원하는�내�소리�들어�주셨네.�

당신�귀를�내게�기울이셨으니,�나는�한평생�그분을�부르리라.�◎

○�죽음의�올가미가�나를�에우고,�저승의�공포가�나를�덮쳐,�고난과�근심에�사로잡혔네.�

나는�주님의�이름�불렀네.�“주님,�부디�이�목숨�살려�주소서.”◎

○�주님은�너그럽고�의로우신�분,�우리�하느님은�자비를�베푸시네.�

주님은�작은�이들을�지키시는�분,�가엾은�나를�구해�주셨네.�◎

○�당신은�죽음에서�제�목숨을�구하셨나이다.�제�눈에서�눈물을�거두시고,�제�발이�넘어지지�않게�하셨나이다.�

나는�주님�앞에서�걸어가리라.�살아�있는�이들의�땅에서�걸으리라.�◎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금액 : R$150,00(2019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5일(주일)까지 성물방

  전년 대비 R$50을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성령기도회에서 성가 찬미와 기타 연주 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기도회 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찬미 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일시 : 9월 23일(주일) 교중 미사 후 대건 광장 

  내용 : 먹거리 및 민속 놀이

  ▶ 행운권 추첨 및 소공동체 대항 놀이

    

   

  

한가위 행사 안내 



어떤 젊은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느님, 제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셨

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들아, 그

것이 너무 무겁다면 여기에 내려놓아라." 청년은 무거

운 십자가를 내려 놓았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저기 보이는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가지고 갈 만한 

것을 하나 골라 보아라." 거기에는 크고 작은 여러 십자

가들이 많았다. 그는 거기에서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

를 선택했다. "하느님, 저는 저것을 갖겠습니다."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대답하

셨다. "내 아들아, 저것은 방금 네가 내려 놓은 십자가

이니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제일 큰 고

통을  당하고 있다고들 생각하나봅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코 복음 8,34절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

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삶의 고통의 십자가는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

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무게에 함

몰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주시는 주님이

십니다. 코린토 1서 10장 13절은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

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라고 합

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주

님의 뜻을 곱씹어보시며 힘을 얻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

니다.

Um jovem estava em dificuldades. Ele se 
ajoelhou e rezou. “ Deus, o senhor me deu 
uma cruz muito pesada para carregar.” Deus 
respondeu-lhe: “ Filho meu, se está  pesada 
demais, deixe-a aí.” O rapaz soltou a pesada 
cruz. Deus lhe disse: “Agora escolha dentre 
as diversas cruzes ali, uma que você  prefira 
carregar consigo.”  Havia cruzes de todos os 
tamanhos. Ele escolheu a menor cruz de 
todas. “ Senhor, ficarei com aquela.”  Disse 
bem baixinho. Então Deus lhe respondeu: 
“ Filho meu, esta é  justamente a cruz que 
você acabou de soltar.”   

Aqueles que sofrem sempre costumam 
pensar que estão padecendo do maior 
sofrimento que existe. Mas refletindo sobre o 
que diz o Senhor no evangelho de São 
Marcos 8,34  “ Se algué m me quer seguir, 
renuncie-se a si mesmo, tome a sua cruz e 
siga-me” , podemos ver hoje que o peso da 
cruz do sofrimento em nossas vidas foi dada 
a todos sem exceção e este fato traz um certo 
consolo. Mas o Senhor também nos prepara 
os caminhos para superar o peso da cruz e 
evitar que sejamos esmagados por ela. Em 
Coríntios capítulo 10 versículo 13 está escrito 
que : “ Não vos sobreveio tentação alguma 
que ultrapassasse as forças humanas. Deus é 
fiel: não permitirá  que sejais tentados além 
das vossas forças, mas com a tentação ele vos 
dará os meios de suportá-la e sair dela.” Que 
esta semana possamos refletir e obter forças 
na vontade de Deus de apenas permitir 
provaçães de acordo com a capacidade de 
cada um de suportá-las.

영성의 향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A cruz que eu carrego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주교의 경우,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가 여럿일 경우

에는 “저의 주교(아무...)와 협력 주교들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문에 있어서는 주

례자가 주교인 경우 기도문 안에서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다음에 오는 주교에 부분에서는 “주님

의 부당한 종인 저와” 라고 읽으며, 주교가 자기 교구 

밖에서 주례를 할 경우에는 “이 교회의 주교인 저희 형

제(아무...)와 주님의 부당한 종인 저와” 라고 한다(미

사경본 총 지침 149항). 

이 부분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가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황, 주교 그리고 성직자들과의 일치로써 사랑의 교

회가 되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죽은 

이들과 산 이들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

체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이 기도문을 

통해 가톨릭교회는 미사 전례 안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려있는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감사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마침 영광송’은(“그

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

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

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례자 혼자 바치지만, 바람

직하다고 생각되면 공동 집전자와 함께 낭송한다. 하

지만 공동 집전자는 집전하는 사제의 목소리보다 크게 

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자들은 사제들과 함께 

낭송 하지 않는다(지침 236항). 이때 주례사제는 성

반과 성작을 들고(공동 집전자와 함께 하는 경우 성반, 

성작 혹은 성합을 나누어 든다) 신자들에게 성변화가 

완료된 성체와 성혈을 보여준다. 이는 집전 사제가 성

삼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

한 구원 업적에 대한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환희의 표

현이며, 성변화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순간

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아멘”이라는 화답을 통해 성

령을 통한 성변화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데, 성 암브

로시오가 말하기를 이때 신자들의 화답소리를 천둥소

리에 비유했다. 따라서 신자들이 ‘아멘’을 노래로 화답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짧으면서 그리고 밝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응답하여야 한다.

54.성찬 전례

(감사기도-집전자와 마침 영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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