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전시 기간 : 10월 16일(화)~30일(화)

  전시 장소 : 대성당

  

 

    

   

  

박성호(마오로) & 하태화(글라라) 부부전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한원식 미카엘님께서 10월 13일(토)

  향년 7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박희자(크리스티나) 

  자녀 : 한성애(안드레아), 한 다니엘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2018년 10월 21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4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21명 입니다.

♬입당�450����♬예물준비�212,�216���♬영성체�500,�172����♬파견�63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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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를 위한 2차 특별헌금

  일시 : 10월 21일(주일) 오늘 

  전교 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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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영세 : 10월 27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 고등부 교사 모집

  신청 : 담당 신부님 및 수녀님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주일학교 은총의 날 행사 : 9시 미사 후

▶대건회 : 10시 3층 대회의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레지오 마리애 4간부 회의 

  일시 :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6공동체 반 모임 : 17시

▶오늘 점심 봉사 : M.E

  다음 점심 봉사 : 2공동체                 

♠7공동체 2반 모임 : 10월 22일(월) 19시

  Av. Francisco Matarazzo 1,850 Apt 133  

  Torre A1 - 엄상석(부르노)댁 

♠3공동체 반 모임 : 10월 26일(금) 18시

  유이용(루비노)댁 R. Si lva Telres 1,589

♠강학회 총회 및 슈하스코 

  일시 : 10월 27일(토) 20시 3층 대건관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0월 28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썸머 타임(일광 절약 시간) 안내 

  11월 4일(주일)부터 내년 2월 16일(토)까지 

   1시간이 빨라집니다.(3일 24시를 01시로 변경)

화답송

♣ 위령의 날 미사 시간 안내 : 11월 2일(금)

  미사 : 07시 본당

         10시 겟세마니 공원묘지 - 연도 후 미사

         19시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성당 출발 시간 08시 40분)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시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주일반 : 주일 9시 13호실

  평일반 : 수요일 20시 13호실

  포어반 : 토요일 17시 11호실(10월 27일 개강)     

(제 2-679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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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노래하여라,�새로운�노래.�그분이�기적들을�일으키셨네.����������������������������������������������������������

그분의�오른손이,�거룩한�그�팔이�승리를�가져오셨네.�◎

○�주님은�당신�구원을�알리셨네.�민족들의�눈앞에,�당신�정의를�드러내셨네.������������������������������������������

이스라엘�집안을�위하여,�당신�자애와�진실을�기억하셨네.�◎

○�우리�하느님의�구원을,�온�세상�땅끝마다�모두�보았네.�������������������������������������������������������������������������

주님께�환성�올려라,�온�세상아.�즐거워하며�환호하여라,�찬미�노래�불러라.�◎

○�비파�타며�주님께�찬미�노래�불러라.�비파에�가락�맞춰�노래�불러라.���������������������������������������������������������

쇠�나팔�뿔�나팔�소리에�맞춰,�임금이신�주님�앞에서�환성�올려라.�◎

  

   금액 : R$150,00(2019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5일(주일)까지 성물방

  전년 대비 R$50을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이 사  2 , 1 - 5제1독서 로 마  1 0 , 9 - 1 8제2독서 마 태  2 8 , 1 6 - 2 0복 음

1반

2반 R.Humberto I, 652 Ap91A

태익(시메온)

탁경자(젬마)

R.Souza Ramos,144 Ap52

응석이네

08:40

Itau 은행 한국공원

08:2008:00 08:30

봉헤찌로아클리마썽 브라스

성 당



옛날, 어떤 왕이 매일 여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

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

을 보며 뽐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왕은 자기

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

보던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으

나 거울은 보이지 않고, 거울이 있던 자리의 창문을 통

하여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

를 오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여인과 굶주린 아이를 보았고, 먹을 것을 찾

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가 구부러진 노

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기의 화려

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

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

울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

해서는 먼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주어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

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은 그 무엇도 볼 수 없고 어

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자신만을 보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

는 않습니까? 자신만 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이웃도 

결코 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igamente, um rei, com sua maravilhosa 
vestimenta todo decorado, se mostrava todos os 
dias diante do espelho e ficava orgulhoso da sua 
aparência. Não interessava como o seu povo 
vivia, o rei pensava somente nele mesmo. Um dia 
o servo tirou o espelho em que o rei se olhava 
todos os dias.

No dia seguinte, o rei procurou o espelho para 
se olhar, mas não o encontrou. E no seu lugar, 
havia uma janela em que, através dela, era 
possível olhar as pessoas indo e vindo pelas ruas. 
As pessoas que andavam pela rua aparentavam 
estar cansados e com muita fome.

Viu uma mulher pálida com um bebê com 
fome, viu também crianças procurando algo para 
comer no lixo e idosos com coluna corcunda. E 
então, o rei trocou a sua maravilhosa vestimenta 
pelas roupas simples e comuns que os plebeus 
usavam, e foi para meio da multidão para dar 
ouvidos às suas vozes e compartilhar as suas 
dores.

Hoje é o Dia Mundial das Missões. Para 
anunciar notícias alegres, antes precisamos 
mostrar interesse e dar atenção àqueles que não 
conhecem Senhor. Hoje em dia, muitos vivem 
olhando apenas para si mesmo. Enquanto a 
pessoa só olha e tem interesse apenas para si, não 
conseguirá olhar nada e ouvir nenhum tipo de 
som. Não é sempre que as pessoas têm 
oportunidades.

Será que você também não está vivendo uma 
vida desorganizada por olhar apenas em si 
mesmo? Precisamos lembrar que, enquanto 
tivermos olhos apenas para si, nunca olharemos 
para Jesus e nem o nosso próximo.

영성의 향기

거울과 창문 : 거울 속의 나

O Espelho e a Janela : Eu no Espelho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평화의 인사를 한 후, 조용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때 

사제는 축성된 빵을 들어 성반에서 쪼개어 그 작은 조

각을 성작 안에 넣는데, 빵을 쪼개는 이유는 유대풍습 

가운데 빵의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일치를 

다졌던 것에서 유래한다. 사도시대에서는 사제단이 주

교를 중심으로 빵을 나누는데, 빵의 나눔을 통해 한 분

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

했다. 이 예식은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

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미사경본 총지침 83항). 빵을 나누는 행위는 단 한번 

미사 중에 이루어진다. 일부 사제가 성찬례가 시작되

는 부분, 즉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하는 부

분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자의적으로 

미사 통상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사제가 축성된 빵을 나눈 후, 작은 조각을 떼어 성

작 안에 넣으며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

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이 때 작은 성체 조각을 성

작에 넣는 것은 신학적인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일치를 표현하는 의미였다.

  빵 나눔을 하는 동안에 회중은 “하느님의 어린양”

의 기도문을 외우게 되는데, 7세기경 동방교회의 예식

에서 도입을 했다. 성가대가 노래로 할 수도 있는데, 너

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축성된 빵을 쪼개는 시간

이 길어질 경우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 사제

가 성체를 쪼개는 시간이 길어지는 특별한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을 계속해서 노래하거나 외울 수 있

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끝 절인 “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

서”라는 기도로 끝낸다. 회중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외

울 때 사제는 축성된 빵을 쪼갠 후에 손을 모으고 영성

체 전 기도를 바치는데 “가” 혹은 “나”의 형식중 하나

를 선택하여 조용히 기도한다.

57.성찬 전례(빵 나눔과 하느님의 어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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