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1월 27일(화) & 12월 4일(화)

            저녁 미사 후

     장소 : 본당 대성당

 공동 참회 예절 및 고해 성사  

     ♠5공동체 : 11월 11일(주일)  16시 30분 

         R. Alameida Torres 119 Sala de Festa    

     ♠7공동체 : 11월 12일(월)  19시 바다횟집

     ♠해설단 & 독서단 : 11월 16일(금) 20시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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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관

     ♠배드민턴회 : 12월 1일(토) 19시 성당 연회장 

     ♠제대회 : 12월 9일(주일) 12시 30분 성당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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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덕 마리아님께서 10월 26일(금)

  향년 8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심귀란(세레나), 심용섭(솔로몬)

        심경섭(타데오), 심선희(헤지나)

2018년 11월 4일 모든 성인 대축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87명 입니다.

♬입당�294����♬예물준비�517,512���♬영성체�165,167����♬파견�40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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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 시간 변경 안내 : 11월 7일(수)~9일(금)

  2019년 AMICAL 준비모임 관계로 아래와 같이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합니다.

  

♣ 공소 방문 : 11월 11일(주일)~13일(화)

  공소 : Belo Horizonte

    공소를 방문하시는 주임신부님과 이 베니타 

  수녀님 그리고 공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8시~10시 20분

  혈압 및 혈당 검사 / 간단한 물리치료

▶‘말씀과 함께’- 새 신자 & ACC 모임 

  일시 : 9시 11호실(매월 첫 주일 9시~10시 ) 

▶단체장 확대 회의 : 12시 30분 극장

  성당의 모든 단체장과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 12시 30분 13호실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층 회합실

▶1공동체 반 모임 : 점심 봉사 후 연회장

▶환자봉성체 : 오후

▶오늘 점심 봉사 : 1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9공동체                 

♠포어 ACC 모임 : 11월 10일(토) 17시 11호실

♠요셉회 : 11월 11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11월 11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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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1월,  

 7월, 12월은 주일에 본당 점심이 없습니다.

화답송

♣은빛대학 축제 “우리는 하나”

  일시 : 11월 18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어른신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마련한 축제에 

  오셔서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주일반 : 9시 13호실(한국어) / 34호실(포어)

  평일반 : 수요일 20시 13호실

  

(제 2-681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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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것이라네,�온�땅과�그�안에�가득�찬�것들,�온�누리와�그�안에�사는�것들.�

����그분이�물�위에�세우시고,�강�위에�굳히셨네.�◎

○�누가�주님의�산에�오를�수�있으랴?�누가�그�거룩한�곳에�설�수�있으랴?�

����손이�깨끗하고�마음이�결백한�이,�헛된�것에�정신을�팔지�않는�이라네.�◎

○�그는�주님께�복을�받으리라.�구원의�하느님께�의로움을�얻으리라.�이들이�야곱이라네.�

����그분을�찾는�세대,�그분�얼굴을�찾는�세대라네.�◎

묵 시  7 , 2 - 4 . 9 - 1 4제1독서 1 요 한  3 , 1 - 3제2독서 마 태  5 , 1 - 1 2 ㄴ복 음

주    님          이  들     이      당     신    얼   굴     을     찾     는    세   대    이   옵  니   다

평화를�위한�봉사

사랑과�대화의�언어가�언제나�

갈등의�언어를�이기도록�기도합시다.

“가난한�과부�한�사람이�와서�

렙톤�두�닢을�넣었다.”(마르�12,42)

성경읽기�:�마르�12,38-44(연중�제32주일)

교황님의�기도�지향 11월�소공동체�말씀�읽기

07:00

월(5일) 화(6일) 수(7일) 목(8일) 금(9일)요일

19:00
미사

시간
19:00 19:00 07:00  

  

  금액 : R$150,00(2019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5일(주일)까지 성물방

  전년 대비 R$50을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인간은 그 본성상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

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

족, 본당, 교구, 단체 등 서로 다른 단위들 간에 이루어

지는 공동활동은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활동을 조직적 사도직이라고도 하는

데, 교회 복음화와 사회정의, 자선 등 공동으로 이루어

지는 모든 분야를 사도직의 대상으로 합니다. 구역분

과, 복지분과, 선교분과, 교육분과, 노인분과, 전례분

과, 청소년분과 등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의

료 및 법률 등 직업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단체

나 시설의 활동에 일생 혹은 일정 기간에 봉사하는 모

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종류의 사도직은 교회의 사명에 가까워야 힘을 얻는다

는 사실입니다. 그 단체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정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교회 전체 책임자와의 관계 안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

입니다. 내가 속한 개별 단체의 목적을 자유로이 수행

하면서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

들어 가는 교회의 사명이 평신도에게 요구되는 근본정

신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Os humanos, devido a sua natureza, precisam 
da comunidade. Por isso,  formar uma 
comunidade dentro de Cristo, além de obedecer 
ao instinto humano, está cumprindo a vontade de 
Deus. As diversas atividades comunitárias 
praticadas entre família, Paróquia, Diocese, 
organizações e outros grupos diferentes deixam a 
Igreja saudável.

 Essas atividades comunitárias são chamadas 
também de doutrina dos apostolados, pois todas 
as áreas de atividades em comum, como 
evangelização e justiça social, ou caridades são 
seus alvos de análise. Comitê distrital, comitê do 
bem-estar, comitê das missões, comitê da 
educação, comitê dos idosos, comitê da liturgia, 
comitê dos jovens e outros são realizados dentro 
da Paróquia. E os conhecimentos técnico-
profissionais, como de medicina e direito, são 
usados nas atividades voluntárias do grupo ou 
nas instalações, por tempo indeterminado ou 
determinado. 

 Uma coisa que não podemos esquecer é que 
todos os tipos de apostolado que formam a 
comunidade, só ganham forças quando a sua 
missão é próxima da Igreja. Não é somente 
priorizar a organização em si, mas ser a prova de 
Cristo, esforçar para ter pensamento do evangelho 
e administrar o grupo junto com o responsável 
geral da Igreja. Enquanto praticamos com 
liberdade os objetivos do pequeno grupo que 
pertencemos,  não podemos esquecer o 
pensamento fundamental que é exigido aos leigos 
durante a missão da Igreja, de unir todos em uma 
só comunidade dentro de Cristo.

영성의 향기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의 모범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

자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신만 행복하려고 점점 더 많이 소유하려 애쓰며 

나아가 다른 이가 가진 것마저 빼앗으려는 이 세상에

서, 내어주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이를 풍요롭게 하

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살 수 있도록 함

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나눔1.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참된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필요한 마

음가짐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나눔2.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

인지,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보고 나눕시다.

이스라엘은 남녀의 사회적 차별이 심한 사회였습니

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나 든든히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고통 받는 사회적 약

자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는 이런 약자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느

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과 같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예

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을 보

면, 그들이 과부들을 등쳐먹는 등 부당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로 여겨졌던 과부이지만,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 진정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봉헌인지 일깨우는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시다가, 가

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시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 궁핍한 가

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

이다.”(43-44절) 자신이 여유롭게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을 떼어 내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

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마음과 실천은 어떠한 나

눔보다 큰 것이지요.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는 봉헌, 목

♣ 성경본문 ♣

마르 12,38-44(연중 제32주일)

♣ 성경구절 ♣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었다.”(마르 12,42)

평신도 사도직 수행의 방법: (2) 조직적 사도직

Método de realização do Apostolado dos leigos: 
(2) Organização Aposto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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