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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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9일 대림 2주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56명 입니다.

♬입당�481����♬예물준비�217,�512����♬영성체�159,�501����♬파견�97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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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본당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공부를 

  지도해 주신 김 살레시아 수녀님이 12월 11일

  (화) 저녁 22시 20분 델타 항공편으로 우리 본

  당을 떠나십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

  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웃 사랑 나눔 특별 헌금 : 12월 09일(주일)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보속과 희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성탄 소망 카드’구유에 봉헌 

  본인의 소망을 카드나 편지에 적어서 구유 앞

  에 있는 단지에 넣어 주십시오. 

▶꽃꽂이회 : 성탄 선물용 양초 판매

▶제대회 송년회 : 교중 미사 후 3층 대건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송년회 : 12시 연회장 

▶M.E 송년회 : 17시 성당 연회장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12월 16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2월 16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주일학교‘성탄 예술제’ 

  일시 : 12월 16일(목) 12시 30분 극장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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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달력 수령

   성당 달력을 가구당 2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후원회를 위한 미사 : 12월 15일(토) 7시

♣자선주일 특별 헌금 : 12월 16일(주일) 

   상파울로 대교구에서는 대림 제3주일(자선주 

  일)에 특별헌금을 합니다. 

(제 2-686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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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시온을�귀양에서�풀어�주실�때,�우리는�마치�꿈꾸는�듯하였네.�������������������������������������������������������

그때�우리�입에는�웃음이�넘치고��우리�혀에는�환성이�가득�찼네.�◎

○�그때�민족들이�말하였네.�“주님이�저들에게�큰일을�하셨구나.”���������������������������������������������������������������

주님이�우리에게�큰일을�하셨기에�우리는�기뻐하였네.�◎

○�주님,�저희의�귀양살이�네겝�땅�시냇물처럼�되돌리소서.�������������������������������������������������������������������������

눈물로�씨�뿌리던�사람들,�환호하며�거두리라.�◎

○�뿌릴�씨�들고�울며�가던�사람들,�곡식�단�안고�환호하며�돌아오리라.�◎

바룩  5,1-9제1독서 필리  1,4-6.8-11제2독서 루카  3,1-6복 음

      

      

     

     ♠소공동체 : 12월 10일(월) 18시 성당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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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후원회 : 12월 16일(월) 18시 무등산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접수 : 12월 9일(주일) / 12월 16일(주일)

              08시 50분~10시 20분

     ♠장소 : 대건한글학교 교무실

                    ☆ 선착순으로 정원을 마감합니다.    

     

     

     

                  

  

  

  

  

 2019학년도 대건한글학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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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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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말씀의 전례와 성찬례를 통해 영육 간에 힘을 얻은 

회중은 미사의 마지막 부분인 마침예식에 참여 후에 다

시 실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마침 예식은 “강복” 

그리고 “파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당소식이나 간단

한 공지사항은 마침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게 되는

데, 공지사항이 길어 미사의 은총을 감소시키는 내용

을 공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침예식에서 중요한 것은 사제의 강복이다. 강복 

안에서의 삼위일체적 구조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회중

은 새로운 힘을 받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강복을 받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

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제자들

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는

데, 즉 그들을 굳센 신앙으로 변하게 하시어 신앙의 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따

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물로, 제

자 들 에 게  평 화 와  함 께  성 령 을  주 셨 고 (요 한  

20,21~22), 마침예식에 있어서 강복 역시 예수 그리

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사건과 유사한 의미

로 볼 수 있다. 강복을 할 때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며, 모든 강복의 원천적인 행

위이다. 또한 강복의 의미는 영원한 삶을 간구하는 그

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과 같으며, 세상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

님의 사랑과 애정을 증명하는 표징이다. 

마침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제자들에게 복음화의 임무를 맡기시고, 복음화로 초대

하는 것처럼, 이 임무는 오늘날 마침예식 속에서 다시 

강조되어, 사제의 강복을 통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미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보

다는 파견의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한

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그

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증명하여야 한다. 

61.마침 예식①

침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사도직이 교회 전체의 공동

선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직 단체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

영되며, 이러한 방식이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활동이든 교회의 

공식적인 동의없이는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 안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

에 부합하는지 판단함으로써, 교회의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주교는 위임의 형태로 사도직의 형태와 임

무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평신도이기 때

문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형태와 임무 

안에서 사도직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평신도 사도

직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2. 성직자와 평신도 사도직

성직자와 평신도 둘 다 고유한 사도직 수행의 권리

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도직을 

위해 위임받은 성직자는 평신도 사도직의 정신을 기르

고, 발전시키며,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도와야 합니다. 

또한 대화와 연구를 통해 단체의 일치를 이루고, 다른 

단체와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수도자들은 자기 수도회의 정신과 규칙 안에

서 평신도 사도직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활동

을 도우며, 사제의 임무를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3. 상호 협력을 위한 조직

교구 내에는 평신도 사도직이 성직자 수도자와 협

력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이 협

력기구는 선교, 자선, 사회사업 등 다양한 평신도사도

직의 분야들이 그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 전체

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력기구

는 교구만이 아니라, 한 본당, 한 국가, 전 세계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청 안의 평신도 사무국은 평

신도사도직의 활동을 돕고, 그 소식을 전하여, 성직자, 

수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 그리스도인과의 협

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평신도 사도직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질서

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질서들을 지키고, 서로 협력함

으로써, 성 교회를 다함께 만들어가도록 세우신 성령

의 이끄심에 부합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leigos. Cada apostolado deve conformar-se ao 
bem comum de toda a Igreja. Alguns grupos de 
apostolados são criados de maneira livre, 
operados a seu próprio critério, e em alguns 
casos a missão da igreja é cumprida de uma 
forma melhor. Mas qualquer ação ou operação 
na Igreja não pode ser definida como "católico" 
sem o consentimento oficial da igreja. Isso para, 
conhecendo as direç õ es do mundo, saber julgar 
se a essa direção é certa ou não, e assim proteger e 
desenvolver a herança da Igreja.  

Isso não significa, porém, que não haja espaço 
para os leigos se oferecerem voluntariamente, 
nem deveria. O bispo apresenta a forma e a 
missão do apostolado na forma de delegação, 
pois aquele que o executa ainda é leigo. A função 
do apostolado é desenvolver os leigos de acordo 
com as normas, condições e deveres oficialmente 
estabelecidos pela Igreja.

2. Clero e o Apostolado dos Leigos
Tanto o clero como os leigos têm seus próprios 

direitos e obrigações para realizar o apostolado. 
Em particular, os ministros comissionados para 
o apostolado dos leigos devem desenvolver, 
cultivar o espírito e ajudar para que os apóstolos 
leigos possam amadurecer espiritualmente. 
Além disso, deve-se criar uma união através do 
diá logo e da pesquisa, buscando a unidade 
também com outras organizações.

Por outro lado, os integrantes das igrejas 
devem procurar respeitar a singularidade do 
apostolado dos leigos dentro das regras 
estabelecidas pela congregação e ajudar os 
sacerdotes nas atividades do apostolado para 
que a missão seja cumprida da melhor forma.

3. Organização para a cooperação mútua
Existe uma organização na Paróquia para que 

o apostolado leigo possa cooperar com o clero. 
Essa organização colaborativa foi criada para 
estabelecer harmonia na Igreja, realizando 
diversas atividades do apostolado leigo, como a 
missão, a caridade e o trabalho social. Esta 
organização colaborativa não é apenas uma 
diocese, mas também uma Paróquia, uma naç ã o 
e está presente no mundo inteiro. Por exemplo, o 
escritório leigo no Vaticano ajuda nas atividades 
do apostolado leigo, comunicando as notícias, 
não somente para os católicos, bem como para 
ateus em todo o mundo.

Nesta semana, estudamos as ordens exigidas 
pelo apostolado dos leigos. Não podemos nos 
esquecer de obedecer essas ordens pois somente 
com a cooperação de todos e a orientação do 
Espírito Santo conseguiremos construir a Igreja 
juntos.

영성의 향기

평신도 교령 -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
Ordem a ser seguida

평신도 사도직은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교회 전체

의 사도직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는 하느님

의  교 회 를  다 스 리 도 록  성 령 께 서  세 워 주 신 (사 도  

20,28 참조) 주교들과의 일치를 그 본질로 합니다. 또

한 사도직 단체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1. 주교(Hierarchia)와의 관계

주교는 평신도 사도직의 기본 원리와 영적인 가르

O apostolado dos leigos, seja individual ou em 
conjunto, deve ser combinado com o apostolado 
de toda a igreja. Toda igreja é  baseada em uma 
unidade junto com os Bispos que o Senhor 
estabeleceu para governar a Igreja (veja Atos 20, 
28). Além disso, é  muito si organizações 
apostólicas.

1. Relacionamento com os Bispos (Hierarchia)
O Bispo fornece os principios basicos e 

ensinamentos espirituais do apostolado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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