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2018년 10월 14일 연중 제28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49명 입니다.

♬입당�62����♬예물준비�211,�217���♬영성체�155,�157����♬파견�45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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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53-5544, 99679-9403, 99956-0215        ◈ 복지위원회 : 99679-9403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시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주일반 : 매 주일 9시 13호실

  평일반 : 매주 수요일 20시 13호실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10월 20일(토) 아침 7시

♣전교를 위한 2차 특별헌금

  일시 : 10월 21일(주일) 

  전교 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고등부 소풍 및 총회 

  장소 : Chácara Maria Olivia - Jundia í

▶자모회 :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성모회 : 12시 30분 22호실

▶사목회장배 남성 단체 친목 운동회 

  일시 : 12시 30분 운동장

  주관 : 요셉회

▶오늘 점심 봉사 : 성인 포어반

  다음 점심 봉사 : M.E                  

♠5공동체 5반 모임 : 10월 19일(금) 19시

  김병국(베네딕도)댁 R.Jaspe, 70 Ap81

♠성인 복사단 월례회 

  일시 : 10월 20일(토) 18시 30분 연회장

♠청년회 총회 및 슈하스코 

  일시 : 10월 20일(토) 20시 3층 대건관

♠소공동체장 회의 : 10월 21일(주일) 9시 11호실 

♠주일학교 은총의 날 행사 

  일시 : 10월 21일(주일) 9시 미사 후

♠레지오 마리애 4간부 회의 

  일시 : 10월 21일(주일) 12시 30분 3층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10월 21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6공동체 반 모임 : 10월 21일(주일) 17시

♠3공동체 반 모임 : 10월 26일(금) 18시

  유이용(루비노)댁 R. Si lva Telres 1,589

화답송

♣유아영세 : 10월 27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 고등부 교사 모집

  신청 : 담당 신부님 및 수녀님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 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 제출

   성당의 모든 단체는 내년도(2019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를 10월 21일(주일)까지 사무실이

  나 성당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각 단체장께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사무실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 2-678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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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날수를�헤아리도록�가르치소서.�저희�마음이�슬기를�얻으리이다.�돌아오소서,�주님,�언제까지리

이까?�당신�종들에게�자비를�베푸소서.�◎

○�아침에�당신�자애로�저희를�채워�주소서.�저희는�날마다�기뻐하고�즐거워하리이다.�저희가�비참했던��

그�날수만큼,�불행했던�그�햇수만큼�저희를�기쁘게�하소서.�◎

○�당신�하신�일을�당신�종들에게,�당신�영광을�그�자손들�위에�드러내소서.�주�하느님의�어지심을�저희�위

에�내리소서.�저희�손이�하는�일에�힘을�주소서.�저희�손이�하는�일에�힘을�실어�주소서.�◎

     소화 꽃꽂이회에서 콩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공해서 만든 천연 소이 캔들을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성당 보수 기금으로 봉헌합니다.

     금액 : 1개 R$30

 천연 양초(소이 캔들) 판매 

  

   금액 : R$150,00(2019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5일(주일)까지 성물방

  전년 대비 R$50을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지 혜  7 , 7 - 1 1제1독서 히 브  4 , 1 2 - 1 3제2독서 마 르  1 0 , 1 7 - 3 0복 음

1반

2반 R.Humberto I, 652 Ap91A

태익(시메온)

탁경자(젬마)

R.Souza Ramos,144 Ap52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전시 기간 : 10월 16일(화)~30일(화)

  전시 장소 : 대성당

  오픈 기념 : 10월 16일(화) 저녁 미사 후

 

    

   

  

박성호(마오로) & 하태화(글라라) 부부전 



“당신께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

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시편51,8)

나무는 봄엔 새잎을 내고, 여름엔 무성하고, 가을엔 

낙엽지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벌거벗은 채 줄

기와 가지를 드러냅니다. 숨길 것이 없이 그대로 진실

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하느님

이 만든 만물은 모두 벌거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하늘

도 들도 모든 동물도 옷을 따로 해 입지 않고 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숨길 것이 없고, 숨

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자유롭고 항상 떳떳하고 강합니

다. 다윗은 자신이 살인죄와 간통죄를 지은 것을 인정

하고 참회했으며,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케네디는 대학

에 다닐 때 컨닝 했던 것을 기자들 앞에서 숨기지 않았

다고 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벌거벗은 채 줄기와 가지를 드러

내고 보여주는 나무의 힘, 그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겨

울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진실이 자비와 사랑의 구원

자 예수님을 따르며,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하는 신앙

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편안히 웃고, 벌거벗은 모

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약점도 실수도 부족함도 숨길 필요없고 주

눅들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Tu queres a sinceridade do coração e no íntimo 
me ensinas a sabedoria.”(Sl 51,8)

Na primavera, as árvores dão novas folhas, no 
verão estão exuberantes, no outono, soltam as folhas 
e finalmente no inverno, mostram seus galhos nus e 
ramos. Mostra a sua verdadeira aparência sem 
esconder nada. Com exceção do homem, toda a 
criação de Deus vive desta forma nua. Os céus e os 
bosques e todos os animais vivem nus, sem vestir 
nenhum tipo de vestimenta. Pessoas que ao longo de 
suas vidas não tem o que esconder e nem o porque 
esconder são livres e sempre dignas. Por outro lado, 
pessoas que vivem com um segredo estão sempre 
apreensivas e precisam sempre se mascarar e assim 
nunca são livres. Davi chegou a matar para acobertar 
o seu adultério. Porém, reconheceu e confessou o seu 
pecado diante de Deus e assim se tornou uma alma 
livre que mudou de tal forma que dedicou a sua vida 
para preencher a vontade de Deus. Abraham 
Lincoln nunca escondeu que não havia cursado o 
ensino fundamental, e dizem que Kennedy não 
escondeu a jornalistas que havia colado em suas 
provas na época em que cursava a universidade. 

A força da árvore em mostrar de forma nua os 
galhos e ramos após as folhas caírem, trata-se da 
força da verdade. A preocupação com novas 
germinações no inverno é a real imagem da árvore 
nua, que na primavera germina novamente 
conforme a promessa. Seria gratificante ver os fiéis, 
que buscam a perfeição do ser seguindo o salvador 
do amor e do Jesus misericórdioso, espelhar a figura 
em verdade da árvore. Gostaríamos de ver a nós 
mesmos com o olhar de Deus, não questionando as 
ações das outras pessoas, sorrindo em paz e nos 
ajudando uns aos outros para nos mostrar 
verdadeiramente e sem esconder nada. Vamos 
construir um mundo onde respiramos o amor  aceito 
sem receios, fiéis que carregam a verdade em seus 
corações, sem necessidade de esconder fraquezas e 
falhas. Amém.

영성의 향기

가슴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Deus que se alegra com a verdade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주님의 기도에 이어 평화 예식으로 이어지는데, 평

화 예식은 “교회는 자신과 인류 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

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에

서 누리는 일치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낸다. 한국 교구

들에서는 평화의 인사로 가벼운 절이나 가볍게 안음, 

손 을 맞 잡 는 동 작 을 할 수 있 다 (미 사 경 본 총 지 침 

82항)”라고 정했다.

기쁨의 미사를 표현하기 위해 무분별한 여러 형식

으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평화의 인사 시간이 길어지

기도 했는데, 2014년 교황청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며 

“로마 예법에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노래’를 도입하거

나, 사제 또는 신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축

하 또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평화의 인사를 나누

는 것 등을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로 규정했다. 한국 

교회도 과도한 인사에 대해 주의를 주며, “다만, 교중 

미사를 제외한 어린이 미사나 청년 미사, 소단위 피정 

미사에서는 좀 더 친밀감을 드러내는 평화의 인사를 나

눌 수도 있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자들 간에 위화감

을 조성하거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

며, 2~3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빵을 나누기 전에 하는 평화예식은 신

자들이 평화와 기쁜 마음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 화해를 함으로써(참조 마태 5, 23-26), 성체를 영

함에 앞서 형제들과의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

스도의 몸이 내 몸 안에서 하나 됨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과, 

이어서 용서에 대해 언급하신 것도 이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미사 통상문에서 언급하기를 장례미사에서는 인사

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목자의 판단에 따라 결

정하라는 의미이지, 실제로 평화의 인사를 하지 말라

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장례예식’에서도 평화의 인사 

때 교우들은 서로 목례나 합장, 악수 등으로 알맞게 인

사를 나누며 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사는 살

아있는 자와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이기에 평화의 인사

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며, 망자가 본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 및 아쉬움을 평화의 인사를 통

해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56.성찬 전례(평화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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