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 12월 2일 & 9일(주일)

  신청 : 11월 말까지 소화 꽃꽂이회에서

        주문을 받습니다.(주일 오전)

         

 

    

   

  

성탄 선물용 양초 판매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5공동체 : 11월 11일(주일)  16시 30분 

         R. Alameida Torres 119 Sala de Festa    

     ♠7공동체 : 11월 12일(월)  19시 바다횟집

     ♠거룩한 독서반 1기 : 11월 15일(목) 8시 출발

     ♠해설단 & 독서단 : 11월 16일(금) 20시 성당

     ♠호산나 : 11월 17일(토) 11시 30분 일미정

     ♠성모회 : 11월 18일(주일) 16시 성당 연회장 

     ♠아버지회 : 11월 24일(토)~25일(주일)산장호텔

     ♠청소년분과 : 11월 24일(토)  20시 성당 연회장

     ♠4공동체 : 11월 25일(주일)  13시 성당 연회장

     ♠6공동체 : 11월 25일(주일)  17시

                 R.conde de lraja, 142 Apt 201

     ♠9공동체 : 11월 26일(월)  18시 성당 연회장

     ♠2공동체 : 11월 30일(금) 18시 종가

     ♠3공동체 : 12월 1일(토) 17시 성당 3층 대건관

     ♠배드민턴회 : 12월 1일(토) 19시 성당 연회장

     ♠대건회 : 12월 2일(주일) 10시 출발 Clube APM 

     ♠어머니회 : 12월 2일(주일) 18시 3층 대건관 

     ♠성소후원회 : 12월 3일(월) 17시 무등산  

     ♠제대회 : 12월 9일(주일)교중 미사 후 대건관

     ♠M.E : 12월 9일(주일) 17시 성당 연회장 

     ♠소공동체 : 12월 10일(월) 18시 성당 연회장

        ♠꽃꽂이회 : 12월 14일(금) 19시 Laço de Ouro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오영훈 토마스님께서 11월 6일(화)

  향년 8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최성희(롯) 

  자녀 : 오미영(까롤리나), 오진영(카타리나) 

2018년 11월 11일 연중 제32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20명 입니다.

♬입당�62����♬예물준비�216,219����♬영성체�506,504����♬파견�68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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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o Horizonte 공소 방문 

  일시 : 11월 11일(주일)~13일(화)

    공소를 방문하시는 주임신부님과 이 베니타 

  수녀님 그리고 공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11월 17일(토) 아침 7시

▶어린이 전례부 자모회 : 10시 30분 12호실

▶신망애 장학회 제137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 12시 30분 11호실

▶요셉회 :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오늘 점심 봉사 : 9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3공동체                 

♠성경대 졸업 피정 

  일시 : 11월 18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소공동체장 회의 : 11월 18일(주일) 9시 

♠‘Tenis Fest’- 유소년 테니스 교실

   일시 : 11월 18일(주일) 11시~16시 

   장소 : 성당 운동장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11월 18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주일 점심 봉사 희망 단체 신청 

  내년(2019년도) 주일 점심 봉사를 해 주실 단체

 (소공동체 포함)는 11월 30일(금)까지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1월, 7월, 

 12월은 주일에 본당 점심이 없습니다.

화답송

♣은빛대학 축제 “우리는 하나”

  일시 : 11월 18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어른신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마련한 축제에 

  초대하오니 오셔서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

  시기 바랍니다.

 

(제 2-682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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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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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인�이를�일으켜�세우시네.�

����주님은�의인을�사랑하시고,�주님은�이방인을�보살피시네.�◎

○�주님은�고아와�과부를�돌보시나,�악인의�길은�꺾어�버리시네.�주님은�영원히�다스리신다.�

����시온아,�네�하느님이�대대로�다스리신다.�◎

1 열 왕  1 7 , 1 0 - 1 6제1독서 히 브  9 , 2 4 - 2 8제2독서 마 르  1 2 , 3 8 - 4 4복 음

     일시 : 11월 27일(화) & 12월 4일(화)

            저녁 미사 후

     장소 : 본당 대성당

 공동 참회 예절 및 고해 성사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적 풍요를 

잃게 되어 메마름만 남는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이

루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뿐 아

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써 더욱 긍정적

인 영향들을 서로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

나 만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상

충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

니까? 때로는 옳은 일, 선한 일을 앞에 두고도 하느님

을 찾기보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더욱 마음을 쏟습니다. 관계의 악화를 두려워해서 하

느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때, 분명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은 지나가겠지만 결국엔 하느님 앞에 메마른 영

혼만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 모두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를 위한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Se você ficar se preocupando em como 

fazer as outras pessoas gostarem de você, 

perderá toda a sua riqueza espiritual.”

       「Provérbios dos Padres do Deserto」

Nós vivemos este mundo juntos. Uma 

“comunidade” não serve somente para 

realizar aquilo que não conseguimos resolver 

sozinhos, ao dar força uns aos outros, o 

impacto positivo é muito maior para todos. 

Dessa forma, precisamos nos esforçar para 

manter o bom relacionamento com todos. 

Mas, quando o nosso relacionamento entra 

em conflito com o relacionamento com Deus, 

o que devemos fazer? As vezes, mesmo diante 

daquilo que é certo e bom, não buscamos a 

Deus, ficamos mais comprometidos com os 

r e l a c i o n a m e n t o s  c o m  a s  p e s s o a s .  

Obviamente, quando tememos a deterioração 

dos nossos relacionamentos buscamos antes 

as pessoas em vez de Deus, é certo que as 

dificuldades do momento passarão, porém 

logo perceberemos que estaremos de alma 

estéril diante de Deus. Vamos orar juntos 

pedindo forças e coragem para que possamos 

agir corretamente diante de Deus.

영성의 향기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먼저 사제는 쪼개어진 성찬의 빵을 성반 위에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

대한다. 축성된 빵 즉 성체를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는 

이유는 성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져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쪼개진 빵이 원래 상태로 되

돌아 갈수 없음을 상징한다. 또한 신자들에게 다가오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준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성

체를 거양할 경우, 성체의 높이는 사제의 눈높이에 맞

추는 것이 적당하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제단이 높지 않

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사제가 신자들을 등

지고 미사를 거행했을 때, 신자들이 성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제는 높이 들어야 했지만, 오늘

날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한다. 사제가 성체를 들고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

도다”라고 외치면 신자들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

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

으리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때 “하느님의 어

린양”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붙인 칭호이며 동시

에 묵시록(19, 9)에 근거를 둔 고백이다. 그리고 신자

들의 응답은 백인대장의 고백(마태 8, 8)에 근거하여 

겸손한 자세 그리고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미사에서 신자들의 고백은 다 중요하지만 성체를 

모시기전에 하는 고백은, 바로 전에 옆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함께 기

쁜 마음으로 자신의 굳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영성체 행렬에 참가

하며 선택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경건하게 제

단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제와 신자들은 바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실에 모셔둔 성체를 모시

는 것 보다, 현재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심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성찬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량의 성체 축성하여 감실

에 보관하고, 신자들에게는 매번 축성되는 성체를 영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성찬 전례(영성체①)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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