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2019년 1월 19일(토), 1월 26일(토)

              09시~12시 30분 22호실(새싹반)

         (1월 20일과 27일 주일은 교중 미사 전에 

          2층 교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선착순으로 정원을 마감합니다.    

     

     

     

                  

  

  

  

  

 2019학년도 대건한글학교 등록

일 자 시 간 미 사

20:00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12월 25일(화)
09:00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10:30

12월 24일(월)

22:00 송년 미사12월 31일(월)

01월 01일(화)
09: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0:30

응석이네동 보스코 성당

19 : 25 19 : 30

2018년 12월 16일 대림 3주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92명 입니다.

♬입당�92����♬예물준비�342,340����♬영성체�170,�167����♬파견�9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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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주일 특별 헌금 : 12월 16일(주일) 오늘

   상파울로 대교구에서는 대림 3주일(자선주일) 

  에 특별헌금을 합니다.  

♣‘성탄 소망 카드’구유에 봉헌 

  본인의 소망을 카드나 편지에 적어서 구유 앞

  에 있는 단지에 넣어 주십시오.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대성당 고해소

  일시 : 12월 23일(주일)까지 미사 30분 전

  브라질 성당이나 여행 중 또는 11월 중에 고해

  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판공성사로 기록됩니다.

♣2019년도 임원 명단 제출 

  모든 단체(임원 변동이 없는 단체 포함)는 내년

  도 임원 명단(직책, 집과 직장 전화번호, 휴대

  폰, E-Mail )을 성당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요아킴회 월례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주일학교‘성탄 예술제’ : 12시 30분 극장

▶성소후원회 송년회 : 18시 무등산              

   

♠12월 24일(월) 밤 미사 버스 운행 시간 안내

    25일(화) 낮 미사는 평소 주일과 같은 시간에 

  버스 운행합니다.

  

화답송

♣2019년도 성당 달력 수령

   성당 달력을 가구당 2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유 경배 예물 봉투 수령 

  구유 경배 예물 봉투를 미리 수령하시어 12월 

  24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구유 경배 예절 

 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안내

  

   24일(월)과 31일(월)은 아침 7시 미사가 없습

   니다 .

(제 2-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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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내�구원의�하느님.�나는�믿기에�두려워하지�않네.�주님은�나의�힘,�나의�굳셈.�나를�구원해�주셨네.”�

너희는�기뻐하며�구원의�샘에서�물을�길으리라.�◎

○�주님을�찬송하여라.�그�이름�높이�불러라.�그분�업적을�민족들에게�알리고,�높으신�그�이름을�선포하여라.�◎

○�위업을�이루신�주님을�찬양하여라.�그분이�하신�일�온�세상에�알려라.�시온�사람들아,�기뻐하며�외쳐라.�

이스라엘의�거룩하신�분,�너희�가운데�계신�분은�위대하시다.�◎

스바  3,14-18ㄱ제1독서 필리  4,4-7제2독서 루카  3,10-18복 음

  일시 : 24일(월) 20시 성탄 밤 미사 후 

  행사 : 1 . 미사 후‘기쁜 성탄 행운권 추첨’

           (행운권은 미사 전에 배부합니다.)

         2 . 슈하스코, 음료 판매, 반다 공연

2018년 성탄 밤 나눔 잔치

주일학교�성탄제
12시 30분  

극장

     2018년을 마무리하며 교우 여러분을 찬양과 

     감사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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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애 소피아님께서 12월 8일(토)

  향년 80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남편 : 홍성목(비오) 

  자녀 : 홍문기(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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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강복 후 사제는 미사 통상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

구를 선택하여 파견을 선포하며, 회중은 하느님 “감사

합니다”라는 말로 회답을 한다. 이로써 모든 미사가 공

식적으로 끝이 났으므로 파견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

데 사제는 제단을 떠난다. 한국 교회는 ‘퇴장성가’ 대

신에 ‘파견성가’라는 말로 대신한다. 이는 사제가 퇴장

하는 의미보다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 각자에게 받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이들

을 세상에 파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마침예식이 끝나면, 사제와 부제는 입당할 때와 같

이 제대에 깊은 절을 하고, 제단에서 내려온 후 봉사자

들과 함께 제단을 향해 다시 깊은 절을 함으로서 퇴장

행렬에 들어간다. 많은 공동 집전자와 함께 미사전례

를 마감할 때에는, 제단 앞이 좁거나, 함께 절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주례자와 함께 제단 위에서 절을 한 

후 미리 퇴장을 한다. 실제적으로 공동 집전자가 많은 

대 미사의 경우에는 본당사정에 따라 전례예절 책임자

가 퇴장예식을 진행, 안내하는 것이 좋다. 퇴장 행렬은 

봉사자부터 순서대로 하며 주례사제는 마지막에 퇴장

을 한다.

  미사가 끝나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중이 주

의 기도, 성모송이나 영광송과 같은 공동 기도를 바치

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회중이 함께 기도를 바

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기도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파

견 성가를 불러 사제가 퇴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일부 

본당에서는 사제의 퇴장 후에, 해설자가 영광송과 같

은 기도문을 낭독하여 회중이 함께 ‘아멘’으로 끝맺음

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제가 앞서 미사가 종결이 되

었다고 선포를 하였고, 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전례가 해설자에 의해 종결되어지는 것 같은 의미

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제가 퇴

장을 함으로써 미사는 종결이 되는 것이다. 굳이 해설

자가 말을 한다면 “미사가 끝났으므로 안녕히 돌아가

십시오.” 하는 안내정도의 언급은 무방하다. 

62.마침 예식②

“보물은 발견되기 무섭게 약탈당하곤 한다. 마찬가

지로 성덕 역시 만인의 주목을 받으면 파괴된다. 사실 

불이 양초를 녹이듯이 찬사는 영혼에서 힘찬 생기를 잃

게 하는 것이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칭찬이 갖는 힘에 대해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이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면도 생각해 보

게 됩니다. 칭찬은 간혹 우리들이 발전할 기회를 막고 

안주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문

제는 칭찬 해 주는 사람 쪽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칭찬이 당연하게 느껴지

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커져버렸을 때 누구

나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교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 N o i n s t a n t e e m q u e o t e s o u r o é 

encontrado, são rapidamente saqueados. Da 

mesma forma, quando a Santidade recebe a 

atenção de todos, será destruído. Assim como 

o fogo derrete a vela, a adoração faz perder o 

vigor do espírito..”

      - Do Provérbio dos Padres do Deserto... 

Existe um ditado que diz: “O elogio pode 

fazer até uma baleia dançar”. Será que há 

outra expressão que explicaria melhor o 

poder do elogio como essa frase fez? 

Pensemos hoje por um lado diferente. O 

elogio pode bloquear o nosso desenvol-

vimento pois nos deixa satisfeitos com a 

situação. E o problema não está na pessoa que 

está elogiando, mas sim é da pessoa que está 

sendo elogiado. Chegará uma hora em que o 

elogio se tornará algo óbvio, é quando o seu 

ego cresce, e qualquer um poderá cair na 

tentação da arrogância. “Será que é o 

suficiente?”, “Sim, isso deve ser o suficiente”, 

estes pensamentos e emoções bloqueia nosso 

crescimento, pois nos torna arrogantes. 

Portanto, enquanto praticamos boas ações, 

temos sempre que olhar para si mesmo e 

conseguir ser humilde.

영성의 향기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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