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30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알라딘(Aladdin)

            “알라딘아, 네 모습 이대로 너무 

          아름답단다.”

  주관 : 어린이 성가대 & 어린이 전례부

    

   

  

어린이 뮤지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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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9일 연중 제 23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44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92입니다.

♬입당�2����♬예물준비�212,�221���♬영성체�154,�160����♬파견�289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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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9월 15일(토) 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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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회 : 10시 30분 13호실

▶신망애 장학회 이사회 : 12시 30분 11호실

▶요셉회 :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성모회 : 12시 30분 22호실

▶오늘 점심 봉사 : 6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7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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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동체 1반 모임 

 일시 : 9월 10일(월) 18시 30분

 장소 : 이경순(스텔라)댁

        Rua Bandeirantes, 135 Ap63

♠강학회 피정 

  일시 : 9월 14일(금)~16일(주일) Mary Ward

♠성인 복사단 월례회 : 9월 15일(토) 18시

♠요아킴회 야유회 : Riacho Grande

  일시 : 9월 16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소공동체장 회의 : 9월 16일(주일) 9시 11호실

♠첫 영성체반 가족 피정 : 9월 16일(주일) 

  장소 : 성 베르나르도 마리아 수녀원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9월 16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성소후원회 바자회 : 9월 30일(주일)

  내용 : 묵, 족발, 돈가스, 오이지, 해물 파전, 

        오징어 젓갈, 막걸리, 직접 손으로 빚은 

        만두, 베테하바 장아찌 등등

화답송

07:00  

09:00  

10:30

07:0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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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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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 2-673호)

  

   일시 : 10월 7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제목 : 믿음과 사랑(Fé e Amor)

  주관 : 대건회 

    

   

  

뮤지컬 공연 

미사

시간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아프리카의�젊은이

아프리카의�젊은이들이�자기�나라에서�교육을�받고�

일할�기회를�얻을�수�있도록�기도합시다.

“너희는�나를�누구라고�하느냐?”�(마르�8,29)

성경읽기�:�마르�8,27-35(연중�제24주일�복음)

교황님의�기도�지향

9월�소공동체�말씀�읽기

주님은�영원히�신의를�지키시고,�억눌린�이에게�권리를�찾아�주시며,

굶주린�이에게�먹을�것을�주시네.�주님은�잡힌�이를�풀어�주시네.�

주님은�눈먼�이를�보게�하시며,�주님은�꺽인�이를�일으켜�세우시네.

주님은�의인을�사랑하시고,�주님은�이방인을�보살피시네.

주님은�고아와�과부를�돌보시나,�악인의�길은�꺽어�버리시네.�주님은

영원히�다스리신다.�시온아,�네�하느님이�대대로�다스리신다.�◎

○

◎

○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

하랴? ”(시편27,1)

날씨가 좋은 날 한낮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고, 따뜻하고 눈부

신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건강, 학력, 

재산, 외모,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해가 떠 있는 

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햇빛을 볼 수 있고, 빛을 받

고 있는 동안은 어둠을 모르게 됩니다. 주님의 은

총은 태양빛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마음의 눈

으로만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선물

입니다. 다만 해를 바라보듯 선물을 받기 위해 마

음을 열고 간절히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이 빛을 볼 수 있는 낮 시간입

니다.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주님과 친밀한 관

계를 다져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밝은 낮에는 있는

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가로등이 항상 그 자리를 지

키고 서서, 밤이 되면 그 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

이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밤거리를 비추어 주

듯이. 주님 은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

앙인들도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찾으

며, 빛이신 주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고, 어둠속을 걸으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로등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빛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열

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O Senhor é minha luz e minha salvação; de 
quem terei medo? (Sl 27,1)

Todo aquele que olhar para o céu em uma 
tarde ensolarada, verá um sol radiante e 
receberá sua luz quente e deslumbrante. 
Independentemente do gênero, da idade, da 
saúde, do nível escolar, da fortuna, da aparência 
ou habilidade, qualquer um que olhe para o 
mesmo ponto do sol, enxergará a mesma luz. E 
enquanto receber essa luz, não conhecerá a 
escuridão. Assim como a luz do sol, a graça do 
Senhor está disponível para qualquer um, e ela é 
um presente de Deus que só pode ser 
compreendida e vista com coração. Da mesma 
maneira que olhamos para sol, para ter este 
presente é preciso esforço em abrir o coração e 
desejar realimente em encontrá-lo. Estar com a 
minha vida, significa que posso olhar o Sol pois 
estou em plena tarde. É importante fortalecer a 
minha intimidade com Deus, quando somos 
saudáveis e estamos bem com tudo. Os postes 
ficam parados no mesmo lugar e não 
percebemos a sua existência durante o dia, mas 
à noite ela ilumina toda rua para que as pessoas 
não tropecem. Da mesma forma, nós fiéis que 
vivem recebendo como presente a graça do 
Senhor, precisamos procurar Deus com bastante 
esforço, enquanto tivermos nossas vidas. E 
dedicar de coração para sermos parecidos com 
Senhor que é a luz, uma pessoa de amor e 
misericórdia. Vamos rezar para que possamos 
exercer um papel como dos postes, que se 
mantém firme no seu lugar, dando apoio aos 
próximos e ajudando aqueles que andam na 
escuridão para que não tropecem. Vamos viver 
sem perder de vista o nosso Senhor que é a 
nossa luz. Amén. 

영성의 향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Vamos viver olhando para o Senhor que é a luz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미사전례에 특히 성찬례에서 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

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

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변화는 사

제가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며...”라고 기도하며 손을 모아 예물위에 펴 얹음으로써 시

작된다. 이는 성령 청원기도를 통해 봉헌된 제물이 축성되

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

시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라는 성

찬 제정 및 축성문의 말씀과 행위로 인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 이때 성찬 제정과 축성문

은 마디마디 또렷하게 발음하여, 미사전례에 참석하는 이

들에게 경건함과 더불어 충분한 이해를 주어야 한다.

빵(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에 앞서, 주례사제는 빵

(포도주)을 조금 들어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를 미사 통상문에 나와 있는 말로써 설명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말씀하신 기도문을 읽는다. 이어 사제는 빵(포

도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변화 된 성체(성혈)를 위

로 들어 성찬례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후, 성체를 성반에 내려놓은 다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이때 모든 회중들 역시 사제를 따라 모두 절을 한다. 

이때 주례사제가 성체에 대한 신심에 몰입하여 오랜 시

간동안 절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미사전례는 주

례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과 함께 함을 잊어

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봉사자(복사)는 축성 바

로 전에 종소리로 회중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아울

러 성체와 성혈이 담긴 성작을 높이 들어 보일 때 지방의 

풍습에 따라 종을 친다. 이때 종을 치는 관습은 과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미사 때 벽을 보고 신자들과 등을 

지고 미사를 집전하던 시기에 사제의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복사)가 사제가 성체가 거향되는 순간을 

알려 미사에 집전하는 모든 이들이 성체(성혈)에 집중하

게 하기 위함이었다.

52.성찬 전례(감사기도-성변화)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한 

후에, 사제는 회중을 향해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친다. 

신자들은 이 외침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은 신앙의 눈으로만 확인

될 수 있는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주례사제가 외치면, 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자신들의 신

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때 “신앙의 신비여!”를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읽어나갈 수도 있다. 만일 주례사제가 말로 

읽어 나가면 회중 또한 말로 응답을 하고, 노래를 할 경우

에는 역시 노래로 응답한다. 그리고 교우들의 응답은 제

시되어 있는 3종류의 양식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 환호하

도록 한다.

미사를 사제가 혼자서 집전하는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것이 없지만, 공동 집전을 하는 경우에 어떤 사제가 어느 

부분을 읽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공동 집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

의 사제단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 주면서 보다 장엄한 분위

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제단

의 협력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공동 집전

을 하는 경우에, 주례 사제가 하는 부분 이후를 읽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사제가 두 명일 경우에는, 교회를 위한 기

도문과 더불어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을 위한 부분을 읽게 

된다. 그리고 세 명일 경우 주례사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왼쪽에 있

는 사제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사제가 함께 드

리는 경우(예를 들면 대축일, 사제서품, 수도원 종신서원, 

새 사제의 첫 미사 등등)에도, 감사기도를 읽는 사제는, 

2양식일 경우에는 2명의 사제, 3양식의 경우에는 3명의 

사제가 주례를 도와 기도문을 읽는다. 

감사기도문의 선택은 주례사제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미사경본 총 지침”을 통

해, 감사기도 제 2양식은 평일과 특별한 환경에서, 그리고 

제 3양식은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365항 참조). 그러나 주일이나 축일에 3양식에 비해 

2양식이 짧다는 이유로 선택되는 것은 옳지 않다.

53.성찬 전례(감사기도-‘신앙의 신비여’와 공동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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