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 12월 2일 & 9일(주일)

  신청 : 11월 말까지 소화 꽃꽂이회에서

        주문을 받습니다.(주일 오전)

         

 

    

   

  

성탄 선물용 양초 판매 

2018년 11월 18일 연중 제33주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69명 입니다.

♬입당�41����♬예물준비�510,�511����♬영성체�166,�167����♬파견�462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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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대학 축제 “우리는 하나”

  일시 : 11월 18일(주일) 오늘 12시 30분 극장

  어른신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마련한 축제에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빛대학 종강 미사 : 11월 22일(목) 9시

▶성경대 졸업 피정 : Casa de Paul ina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Tenis Fest’- 유소년 테니스 교실

   일시 : 11시~16시 성당 운동장

▶성소후원회 : 교중 미사 후 14호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월례회 후 바다횟집에서 송년회가 있습니다.

▶성모회 총회 및 송년회 : 16시 성당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3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4공동체                 

♠대건한글학교 졸업식 및 방학 : 11월 24일(토)

♠꾸리아 월례회 : 11월 25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성경대학 ‘쉐마 말씀 축제’

  일시 : 11월 25일(주일) 12시 30분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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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사랑 나눔 특별 헌금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보속과 희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일시 : 11월 25일(주일) / 12월 9일(주일)

(제 2-683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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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미사

시간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주님은�제�몫의�유산,�저의�잔.�당신이�제�운명의�제비를�쥐고�계시나이다.�

����언제나�제가�주님을�모시어,�당신이�제�오른쪽에�계시니�저는�흔들리지�않으리이다.�◎

○�제�마음�기뻐하고�제�영혼�뛰노니,�제�육신도�편안히�쉬리이다.�

����당신은�제�영혼�저승에�버려두지�않으시고,�당신께�충실한�이에게�구렁을�보지�않게�하시나이다.�◎

○�당신이�저에게�생명의�길�가르치시니,�당신�얼굴�뵈오며�기쁨에�넘치고,�

����당신�오른쪽에서�길이�평안하리이다.�◎

다 니  1 2 , 1 - 3제1독서 히 브  1 0 , 1 1 - 1 4 . 1 8제2독서 마 르  1 3 , 2 4 - 3 2복 음

     일시 : 11월 27일(화) & 12월 4일(화)

            저녁 미사 후

     장소 : 본당 대성당

 공동 참회 예절 및 고해 성사  

12 시 30분  극장

은빛축제
우리는 
하나

은빛대학 어르신들의 
재능을 확인하세요.

     일시 : 12월 3일(월) 19시 30분 본당 대성당

     공연 : 승무, 선비춤, 화선무곡, 배뱅이창, 

           살풀이춤, 뱃노래, 설장고, 소고춤 등등

     출연 :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및 이수자들인 

         김묘선, 박준영, 서광일, 김탄분 외 다수 

         브라질 이화영 무용단 찬조 출연

     

 상파울루 아리랑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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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공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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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20일(목) 19시~21시 30분 대성당

     대상 : 전 교우

     주관 : 성령 기도회   

 2018 송년 은혜의 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9-1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

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

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

시오.”(에페소서 5,2)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깨우쳐주십니다. 방안에 향기 나는 

꽃이 있으면 방안이 향기롭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

지 않지만 향기를 맡는 사람은 향기가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

니다. 다양한 꽃들이 다양한 향기를 지니고 있듯이 사

람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향기를 발하며 살아갑니

다. 사람의 향기는 내면에서 나오고 겸손, 친절, 온유, 

용서, 인내, 희생 등등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방안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고 향기가 그윽하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도 겉모양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인품에서 고상한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

격과 닮은 향기를 내면서 신뢰받는 사람, 화해와 일치

를 위해 일하는 사람, 사랑과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라

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미움, 용서하고 싶지 않

은 마음에 갇혀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주님까지

도 외면하고 싶어지겠지요? 사랑이 많으면 늘 할 일이 

많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미

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

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선으로서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행동하고, 

은총 안에서 사랑의 다른 이름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의 향기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Vivam no amor, assim como Cristo nos 

amou e se entregou a Deus por nós, como oferta 

e vítima, como perfume agradável. ” (Ef 5,2)

O apóstolo Paulo lembra aos crentes de Éfeso 

que Jesus se ofereceu como presente e sacrifício a 

Deus por amor. Se houver uma flor perfumada 

no quarto, sua fragrância preencherá todo o 

quarto. A fragrância é invisível, mas a pessoa é 

envolvida por ela, e desejará que ela dure por 

muito tempo. Assim como cada flor tem seu 

próprio aroma, cada pessoa exala um aroma 

peculiar. As fragrâncias das pessoas vêm de 

dentro, e é o perfume do amor que possui outros 

nomes como humildade, bondade, gentileza, 

perdão, paciência, sacrifício, etc. Não importa 

quão trivial seja o perfume de amor, se é puro e 

presente faz com que você se sinta confortável e 

seguro. Mesmo que uma pessoa pareça simples e 

pobre de aparência, se seu aroma for nobre, ela 

receberá respeito e confiança de outros. Nós, que 

seguimos Jesus na semelhança de Cristo, somos 

chamados para ser homens de confiança, que 

trabalham pela reconciliação e pela unidade, e 

que plantam amor e paz. Mas se não confiarmos 

uns nos outros, confinados no egoísmo, ódio e 

sem a vontade de perdoar o próximo, não 

voltaremos ao Senhor. Se você tem muito amor, 

certamente terá muito trabalho e muitos 

sacrifícios acompanharão sua caminhada. E 

assim como Jesus sofreu, você também sofrerá. 

Mas mesmo nas tribulações, devemos agir como 

cristãos que irradiam a fragrância do Nosso 

Senhor, na certeza de que iremos vencer o mal. 

Amém.

영성의 향기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영성체는 주례사제가 먼저 성체와 성혈을 영한다. 

이 때 주례사제가 큰 제병의 일부분을 성합에 넣어 미

사에 참석한 신자에게 주는 것은 사목적으로 좋은 배려

라고 할 수 있으며, 성혈은 일반적으로 사제만 마신다. 

특별하게 허용된 경우에서는 양형 영성체로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즉 미사 거행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

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피

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미사경본 총 지침 283항). 

  성체를 나누어 줄 때 사제는 성체를 영할 신자에게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

며, 신자들은 “아멘”이라는 동의를 표한다. 일각에서

는 모든 이들이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셔야 온전히 영

성체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체만으로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회간의 일치, 혹은 하

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혹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성체를 모시는 동안 신자들은 영성체송이나 성가

를 부른다. 노래는 목소리를 모아 영성체 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

성체 행렬은 공동체 특성을 더욱 더 밝혀 준다(지침 

86항).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은 손으로(왼손으로 받

고 오른손으로 집어) 영하거나 입으로 직접 성체를 영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신자들은 사제들이 주는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을 쉽게 받기 위해 사제가 성체를 주

는 높이에 맞추어 손을 내민다.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손

을 내밀 때 그리고 손이 너무 가슴 쪽으로가 있으면 사

제들이 성체를 분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59.성찬 전례(영성체②)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Nós somos a fragrância de C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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