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반

5반 R.Jaspe,70 Ap 81

김재문(토마스 모어)

김병국(베네딕도)

R.Jaspe, 70 Ap 151

6반 R.Espirito Santo,55 Ap 91 정철상(베네딕도)

2반

3반

R.Amazonas, 162 Ap61 허양숙(소피아)

구성원(마르코스)R.Lubavitch, 159 Ap62 

1반 이경순(스텔라)R.Bandeirantes,135 Ap63

2018년 9월 2일 연중 제 22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44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75입니다.

♬입당�64���♬예물준비�211,�513��♬영성체�175,�180���♬파견�47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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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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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M.E 주말 : 31일(금)~2일(주일)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성당 도착 예정 시간 : 18시

  13차 M.E 주말 참가자 환영식에 M.E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 신자 & ACC 모임 

  일시 : 9시 11호실(매월 첫 주일 9시~10시 )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8시~10시 20분

  혈압 및 혈당 검사 / 간단한 물리치료

▶안나회 바자회 

  오이지, 빈대떡, 닭강정, 족발, 청국장,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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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회

  다음 점심 봉사 : 6공동체

♠1공동체 반 모임 : 9월 3일(월) 19시

♠2공동체 반 모임 : 9월 3일(월)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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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동체 반 모임 : 9월 3일(월) 18시 30분

         (단, 1반은 9월 10일 월요일 18시 30분)

♠4공동체 3반 모임 : 9월 10일(월) 19시

  장소 : 한승원(미카엘)댁 Cel. 98261-7987

  Av. Lacerda Franco 527 Ap272 BL 04 

♠5공동체 반 모임 : 9월 10일(월) 19시

  (단, 5반은 14일 금요일 19시)

♠레지오 마리애 야외 행사 : 9월 7일(금)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  Santa Maria 농장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 본당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준비물 : 묵주, 레지오 수첩, 까떼나

♠신망애 장학회 이사회 

  일시 : 9월 9일(주일) 12시 30분 11호실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 

  일시 : 9월 9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강학회 피정 

  일시 : 9월 14일(금)~16일(주일) Mary Ward

♠첫 영성체반 가족 피정 : 9월 16일(주일) 

야�고��1,17-18.21ㄴ-22.27

신명���4 , 1 - 2 . 6 - 8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마�르��7,1-8.14-15.21-23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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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3

04

05

06

07

08

09

07:00        19:0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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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시간 변경 안내

   9월 7일(금)은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 관계로 

  저녁 미사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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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화)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십

  시오.

(제 2-672호)

  

   일시 : 10월 7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믿음과 사랑(Fé e Amor)

  주관 : 대건회 

    

   

  

뮤지컬 공연 

조영희(루시아)

심경섭(타대오)2반

1반

R.Newton Prado, 368 Ap84  

R. Talmud Thora, 164 Ap11

김용봉(마리아)3반 R.Silva Pinto,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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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금방 끝나버리는 고된 일보다는 힘들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좋아하

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과연 박해가 다가오

면, 순교자들처럼 목숨보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

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

앙 선조들의 순교는 대단한 신앙의 발로이며 하느

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고난 앞에서만 빛나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의미가 없는 것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이

미 신앙을 드러내는 유혹을 받습니다. ‘과연 피곤

함과 바쁨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실

천할 수 있는가?’ 등.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

이 이미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

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대림시기 등 특정한 시기에만 어떤 절

제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느님

의 뜻을 살피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쌓여갈 때, 우

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Eu prefiro trabalhos que, mesmo que não 
sejam difíceis, possam ser realizados 
continuamente do que um trabalho mais 
duro, mas que acabará em breve. ” 
「Provérbios dos Padres do Deserto」

- Muitos fiéis já devem ter pensado: 'Se 
houvesse uma perseguição, será que eu teria 
coragem de arriscar a minha vida e escolher a 
fé em Deus como os mártires? ' É claro que o 
martírio dos antepassados não seria possível 
sem uma grande fé e orientação de Deus. Mas 
se a fé é provada somente diante de um 
grande sofrimento, teria algum sentido se 
dedicar também no nosso dia a dia? Não é 
bem assim. Todos os dias somos tentados a 
revelar a nossa fé. 'Você consegue vencer o 
cansaço, a falta de tempo e se dedicar à uma 
vida de oração? ', 'Você consegue deixar a 
ganância de lado e praticar a vontade de 
Deus? ' A nossa rotina, o nosso dia a dia, já 
está nos perguntando o quanto estamos 
vivendo conforme a vontade do Senhor. Não 
podemos nos controlar e colocar esforços 
somente em períodos especiais como no 
Tempo de Quaresma ou de Advento. 
Precisamos fazer com que o esforço para 
procurar o significado de Deus se acumule dia 
após dia, somente assim conseguiremos viver 
corretamente como os filhos da fé.

영성의 향기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은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자신

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하였습

니다. 아주 친밀하면서도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의

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수난을 예고하시기 이전에 제자들 하나 하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

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새롭

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

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에 대한 진실한 신앙고백이 나 자신을 더욱 성숙한 신

앙인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눔1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신

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나눠봅시다.

 나눔2   우리는 주일미사에서 매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다고 고백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

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여러 가지 비

유로 말씀하시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

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 선포 활동을 위해 제

자들을 뽑으셨고, 그들을 당신 곁에 두시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양성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활동을 멈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피정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래아 지방을 

떠나 북쪽에 위치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가신 

것은, 루카 복음서의 증언처럼 ‘외딴곳’에 가시어 기도

에 전념하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활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

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

로 믿고 고백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수사학적 기법(이야

기를 통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이 참으로 놀랍습

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라고 직접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

라고 하느냐?”(27절)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신앙고백이 아

니라,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

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끔 만드시려는 놀라

운 교육방식입니다.

♣ 성경본문 ♣

마르 8,27~35(연중 제24주일 복음)

♣ 성경구절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르 8,29)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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