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공동체 : 11월 26일(월)  18시 성당 연회장

     ♠2공동체 : 11월 30일(금) 18시 종가

     ♠3공동체 : 12월 1일(토) 17시 성당 3층 대건관

     ♠8공동체 : 12월 1일(토) 17시 (판공성사)모름비 

     ♠배드민턴회 : 12월 1일(토) 19시 성당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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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망애 : 12월 2일(주일) 11시 45분 3층 대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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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19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접수 : 2018. 11. 17(토)~12. 30(주일)

         2019. 01. 06(주일) 12시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성당 사무실

       

         

 

    

   

  

 2019학년도 신망애 장학생 모집

  

   판매 : 12월 2일 & 9일(주일)

  신청 : 11월 말까지 소화 꽃꽂이회에서

        주문을 받습니다.(주일 오전)

         

 

    

   

  

성탄 선물용 양초 판매 

2018년 11월 25일 온누리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나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10명 입니다.

♬입당�73����♬예물준비�210,�216����♬영성체�502,�501����♬파견�78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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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사랑 나눔 특별 헌금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보속과 희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일시 : 11월 25일(주일) / 12월 9일(주일)

▶꾸리아 월례회 : 12시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성경대학‘쉐마 말씀 축제’ : 12시 30분 극장

▶4공동체 송년회 : 13시 성당 연회장

▶6공동체 판공성사 및 송년회 : 17시

   R.conde de lraja, 142 Apt 201

▶오늘 점심 봉사 : 4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12월과 1월은 없습니다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12월 2일(주일)

  내용 :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 마사지

♠연차 총 친목회 

  일시 : 12월 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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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봉성체 : 12월 2일(주일) 오후

  환자 봉성체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제 2-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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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임금님,�위엄을�입으셨네.�주님이�차려입고�권능의�띠를�두르셨네.�◎

○�누리는�정녕�굳게�세워져�흔들리지�않네.�예로부터�주님�어좌는�굳게�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주님은�계시네.�◎

○�당신�법은�실로�참되며,�당신�집에는�거룩함이�서리나이다.�주님,�길이길이�그러하리이다.�◎

다 니  7 , 1 3 - 1 4제1독서 묵 시  1 , 5 ㄱ ㄷ - 8제2독서 요 한  1 8 , 3 3 ㄴ - 3 7복 음

     일시 : 11월 27일(화) & 12월 4일(화)

            저녁 미사 후 본당 대성당

           (포어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공동 참회 예절 및 고해 성사  

12 시 30분  극장

쉐마축제
성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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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20일(목) 19시~21시 30분 대성당

     대상 : 전 교우

     주관 : 성령 기도회   

 2018 송년 은혜의 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9-17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김경식 안드레아님께서 11월 17일(토)

  향년 80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윤영자(발바라) 

  자녀 : 김신재(빠울라), 김하종(필립보) 



옛날 인도에 아주 겸손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높은 임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머

리를 잘 숙여서 온 국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신하 한사람은 임금의 그런 행동은 권위 없

는 행동이라며 말렸습니다. “지체 높으신 폐하께서 아

무에게나 머리를 쉽게 숙이시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오히려 불편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차후에는 이를 삼

가 주소서!”임금은 신하의 이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신하를 불러, 미리 준비

해둔 고양이 해골과, 말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건네주

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개의 해골을 궁 밖으

로 갖고 나가서 팔아 보시오.” 신하는 임금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궁 밖으로 나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

양이 해골이 맨 처음 팔렸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쥐가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말 해골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문에 매달아 놓으면 병이 사라진다

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는 마지막 남은 사람의 해

골을 팔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민가를 돌아 다녔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냉대를 했습니다. 그런 신하를 

보고 임금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

칠 전 경은 내게 사람의 머리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지 않

았소? 그런데 지금 보니, 고양이 머리나 말머리보다도 

못하지 않소? 대체로 사람의 머리가 귀하다 함은, 그 머

리에 간직된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지식을 말하는 것이

지 머리 자체는 아닌 것이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단순히 권위나 체면만 내세우지 말고 남에게 머리를 많

이 숙이시오.” 임금의 충고에 신하가 부끄러워 어쩔 줄

을 몰라 했습니다.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에 선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왕 대축일인 오늘, 우리가 모시는 왕, 임금님이 어

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진정 그분께서

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성부의 

겸손한 아들이시자 인간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낮

추시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위해 낮추어 

섬기는 단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

Havia antigamente um rei muito humilde na 
Índia. Ele era bastante respeitado por todo o povo por 
sempre curvar a sua cabeça para todas as pessoas 
apesar de sua alta posição como rei. Porém apenas 
um súdito desaconselhava esta atitude do rei pois 
seria um ato sem autoridade. “Quando a sua 
majestade baixa a sua ilustre cabeça facilmente para 
qualquer um, o povo e os seus súditos se sentem 
desconfortáveis e ansiosos. Por favor evite de fazê-lo 
daqui em diante.” O rei não disse nada em relação a 
estas palavras de seu súdito. Passados alguns dias, 
chamou este súdito e ordenou o seguinte após lhe 
entregar os crânios de um gato, um cavalo e de um 
ser humano. “Leve estes crânios para fora do palácio 
e tente vende-los.” O súdito levou o que recebeu para 
fora do palácio e tentou vender conforme foi 
ordenado pelo rei. O crânio de gato foi a primeira 
coisa a ser vendida. O motivo foi que com ela, os ratos 
sumiam. Em seguida, foi vendido o crânio de cavalo. 
O motivo foi que penduravam ela nas portas 
acreditando-se que as doenças eram curadas. O 
súdito caminhou até rachar os seus pés pela 
redondeza tentando vender o crânio de um homem 
mas ninguém lhe dava atenção. Em vez disso, as 
pessoas o consideravam como louco e o ignoravam. 
Vendo este súdito o rei riu e disse assim: “Alguns dias 
atrás o senhor quis me dizer que a cabeça do homem 
é algo de suma importância, certo? Mas olhando 
agora, ela é menos importante que a cabeça de uma 
gato ou de um cavalo, não? A importância da cabeça 
advém dos pensamentos e conhecimentos que estão 
contidos nela e não nela por si só. Agora que 
compreendeu isto, não se atenha apenas a autoridade 
ou a reputação e trate de curvar a cabeça mais vezes.” 
O súdito ficou sem graça e com vergonha após estes 
conselho que escutou do rei.

Neste dia da solenidade de Nosso Senhor Jesus 
Cristo Rei do Universo, o qual é declarado perto do 
final do calendário litúrgico da igreja, refletimos 
sobre quem seria este rei a quem servimos. É o nosso 
senhor filho humilde do Pai  que veio  
verdadeiramente para servir e não ser servido, que se 
curva ao homem em sua infinita misericórdia e 
abundante amor. A nossa firme vida de fé e 
obediência neste senhor também deve espelhar a 
Cristo, curvando-nos para com o próximo e servindo.

영성의 향기 겸손한 임금님   O rei humilde우리문화 산책

 ♣ 축제의 목적    

     여러분은 축제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어떤 축제가 유명

한가요? 매년 8월에 봉헤찌로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의 날' 축제에는 참가해 보셨나요?

    오늘날의 지역의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제고,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에만 그치지 않

고,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대요. 오늘날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결국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대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어떤 재미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알

아보기로 해요.

♣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

① 봄 축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는 '함평

나비축제'가 열려요. 한국의 많은 아름다운 나비 종과 

기타 지역 곤충들을 이 축제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가

족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축제예요.

   5월 초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 녹차 밭에서는 '보성다

향제'를 해요. 차 만들기, 차 잎따기, 녹차 김치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5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 강릉에서는 '강릉단

오제'를 해요. 종묘제례 판소리 등의 공연, 씨름대회, 그

네대회 등의 민속놀이, 창포물에 머리감기,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채 그리기 등의 민속 체험을 할 수 있어

요.

② 여름 축제

   매년 7월에는 '보령머드축제'가 열려요. 진흙으로 마

사지도 받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에게 더 인기가 많은 축제예요. 

   '부산바다축제'는 매년 8월에 열려요. 해운대를 비롯

하여 부산에 있는 여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 한여름 

밤바다에서 음악도 듣고 불꽃놀이도 볼 수 있어요.

③ 가을 축제

   9월 중순에는 백제의 수도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

여군에서 매년 '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 이는 고대 동

아시아의 문화 강국이었던 '백제'를 기념하는 축제예

요.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의 후예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예요.

   9월 말과 10월 초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안동국

제탈춤페스티벌'을 해요. 전통 탈춤뿐 만 아니라 안동

의 유교 문화를 볼 수 있어요.

   매년 가을마다(10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려요. 

부산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만나는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10월 말과 11월 초에는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

루어진 자연의 보고, 순천만(전남)에서 '순천만갈대축

제'가 열려요.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이곳은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이

곳을 찾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의 첫 번째로 손꼽혀요. 

 ④ 겨울 축제

   국내 최고 축제로 꼽히는 강원 화천군의 '화천산천어

축제'는 1월에서 2월까지 열려요. 2003년 처음 개최

된 이래 빙판 위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얼

음 위에서 신나게 뛰고 달리는 눈썰매와 봅슬레이, 얼음

조각이 전시된 얼음나라 투명광장, 축제장을 둘러보는 

카트레일카 탑승등 각양각색의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해마다 인기 있는 지역축제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

어요.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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