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단 체단 체일 일월

02

09

16

23

30

07

14

21

06

점심 없음

8공동체

성모회

하늘의 문 꾸리아

점심 없음

점심 없음

5공동체

01

03

10

17

01 상임위원

설 - 5공동체

대건회

3공동체

03

10

17

02

청소년분과

6공동체

8공동체

요셉회

24

28

04

11

18

25

01

08

15

6공동체

청소년분과

M.E

자모회

대건회

추 석

천상 은총의 어머니

성모회

24

31

07

14

03

재속 프란치스코회

M.E

9공동체

28

05

12

04
1공동체

성인포어반

본당의 날

성소후원회

24

19

26

어머니회

2공동체

05
22

29 거룩한 독서 1기

7공동체

07

08

09

7공동체

4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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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림 4주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81명 입니다.

♬입당�91����♬예물준비�211,212����♬영성체�175,504����♬파견�90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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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판공성사표 제출

  브라질 성당이나 여행 중에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판공성사로 기록됩니다.

♣구유 경배 예물 봉투 수령 

  구유 경배 예물 봉투를 미리 수령하시어 12월 

  24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구유 경배 예절 

 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12월 27일(목) 

김제동 사도요한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

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사 시간 안내

  

   24일(월)과 31일(월)은 아침 7시 미사가 없습

   니다 .

♣2019년도 임원 명단 제출 

  모든 단체(임원 변동이 없는 단체 포함)는 내년

  도 임원 명단(직책, 집과 직장 전화번호, 휴대

  폰, E-Mai l )을 성당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2019년도 주일 점심 봉사 안내

화답송

♠12월 24일(월) 밤 미사 버스 운행 시간 안내

    25일(화) 낮 미사는 평소 주일과 같은 시간에 

  버스 운행합니다.

♣평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년말과 년초 3주동안 평일 미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주보 표지의 미사 시간

  을 참조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2-688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10:30

20:00

주일 월(24일) 화(25일) 수(26일) 목(27일) 금(28일) 토(29일)요일

09:00

10:30

미사

시간

  

19:00

  

19:00 07:00  
07:00  

19:00

○�이스라엘의�목자시여,�귀를�기울이소서.�커룹들�위에�좌정하신�분,�광채와�함께�나타나소서.��

����당신�권능을�떨치시어,�저희를�도우러�오소서.�◎

○�만군의�하느님,�어서�돌아오소서.�하늘에서�굽어살피시고�이�포도나무를�찾아오소서.�

����당신�오른손이��심으신�나뭇가지를,�당신�위해�키우신�아들을�찾아오소서.�◎

○�당신�오른쪽에�있는�사람에게,�당신�위해�키우신�인간의�아들에게�손을�얹으소서.�

����저희는�당신을�떠나지�않으오리다.�저희를�살려�주소서.�당신�이름을�부르오리다.�◎

미카  5,1-4ㄱ제1독서 히브  10,5-10제2독서 루카  1,39-45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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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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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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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 시 간

26

27

28

02

03

04

19:00

07:00

19:00       

수

목

금

수

목

금

요일 날짜

19:00 07

08

09

10

11

12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날짜 미 사 시 간

19:00

19: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07:00       



전례의 향기/미사이야기 (Contar sobre a missa)

아울러 사제가 퇴장을 할 때 회중은 파견성가를 부

르는데 성가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서는 안 된다. 사

제가 퇴장하는 시간에 맞추어 성가를 선택하는데, 사제

가 제의 방에서 제의를 다 벗고 나서도 성가가 길게 이

어지지 않도록, 또는 성가 후에 퇴장을 마치지 않아 시

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르간만을 연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파견성가는 미사 전례를 통해 하느

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

고 복음의 주제와 관련되거나, 전례력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여 부른다. 가능하다면 마침 예식 후 퇴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조금 빠른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사가 끝나고 퇴장을 하는 가운데 회중이 사제를 

따라 곧바로 나오는 모습은 좋지 않다. 미사가 끝난 후 

남아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여유 

있게 차분히 하느님의 집을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당은 개신교와 달리(가톨릭은 성당을 하느님의 집으

로 생각하여 설계를 하고, 개신교는 교회를 기도를 목

적으로 하여 설계를 한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므로 퇴

장을 할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사전례가 끝난 후 다른 전례라든가 예식이 이어지

면 마침 예식, 즉 인사와 강복 그리고 파견은 생략한다. 

예를 들면 성 목요일의 주의 만찬 미사 후 성체를 수난 

감실로 이동하는 예식이나, 장례미사(고별식)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 다른 전례라든가 다른 예식을 진행함에 

앞서 해설자는 회중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전례나 예식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설 때에 성

수를 찍어 성호경을 바칠 수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깊

은 절로 대신하였다.

63.마침 예식③ 

게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 < 성심의 메세

지 중에서 >-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江)들이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먼저 나일 강이 긴 목을 빼고 거

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4천마일 이상을 여

행한단다.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 걸...” 그러자 다뉴

브 강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

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수많은 배들을 좀 보렴”. 옆

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갠지스 강이 나를 좀 보라고. 사

람들은 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해 몰려들고 있

어．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 아닌

가”. 세 강의 다툼을 지켜보던 작은 개울이 말했습니

다．“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다만 저는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려 보내지요．그것으

로 논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답니다．저는 단지 물을 흘려 보내는 작

은 강입니다” 사랑은 작은 개울과 같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

은 남을 위해 받은 선물이며 나는 관리자일 뿐임을 기

억하고, 이기심이나 허영심이 섞인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은혜를 받은 즉시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사촌언니를 돕고자 달려갔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으로 주님께 응답을 드렸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인정할 

때 자유롭고 편안해 질 수 있겠지요. 나 스스로 작고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고, 주님

의 시선이 자석에 끌리듯 가난한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만한 강들의 업적도 작은개

울의 업적도 주님의 허락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

달으며 가난하고 겸손한 영혼으로 봉사와 나눔에 마음

을 열고, 감사와 찬미만을 드리며 참행복을 누리는 신

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 aproximarei de vocês.” – Trecho do livro A 
mensagem do Sagrado Coração

Rios mundialmente conhecidos estavam se 
vangloriando de seus feitos. Primeiro o rio Nilo com 
seu longo pescoço disse com arrogância: “Todo dia 
percorro mais de 4 mil milhas. Não há rio mais longo 
que eu...”. Em seguida o rio Danúbio se pronunciou 
fazendo biquinho: “ Todo dia eu carrego pesadas 
cargas. Vejam só a quantidade incontável de navios 
que navegam no meu leito”. O rio Ganges, que 
estava silenciosamente escutando tudo, disse então: 
“Olhem para mim. As pessoas se aglomeram para se 
lavarem em minhas águas sagradas. Eu, que lavo o 
pecado das pessoas, sou o maior dos rios.”

Um pequeno riacho, ao ver a discussão entre os 
três rios, disse: “Não tenho nada para me enaltecer. 
Única coisa que faço é armazenar a água da chuva e 
depois escoá-la para as plantações. Com isso as 
plantações dão muitos frutos. Assim ajudo muitas 
pessoas com fome. Sou apenas um pequeno riacho 
que deixa fluir a água”. O amor é como um pequeno 
riacho.   

O amor silenciosamente leva benefícios aos 
outros. O que possuímos foi concedido a nós para 
beneficiar os outros e devemos lembrar que somos 
apenas seus administradores, não as usando para nos 
vangloriarmos em vaidade e egoísmo. A Nossa 
Senhora, assim que recebeu a graça, correu cheia de 
gratidão e louvores para ajudar a sua prima, e 
retribuiu ao senhor Deus com boas obras para com o 
próximo e compartilhando.

Somente teremos liberdade e paz interior quando 
nós aceitarmos o fato de que as nossas forças e 
capacidades não são eternas e que tudo que temos 
nos foi dada por alguém. Lembremos a mensagem 
de que o olhar do senhor Deus se atrai para nós como 
um ímã e a comunhão com o senhor se torna possível 
apenas quando nos apequenamos e nos tornamos 
como que nus. Que possamos compreender que os 
feitos dos vaidosos rios, assim como as do pequeno 
riacho não são possíveis sem a permissão de nosso 
senhor, e assim, com almas humildes e sem posses 
de forma a fazer boas obras e compartilhando, nos 
tornando fiéis que sempre estão agradecidos e 
entoando louvores e assim desfrutando da felicidade 
plena.

영성의 향기

참 행복의 길
O caminho para a verdadeira felicidade

“가난한 영혼들아! 나는 너희가 스스로 작아지고 

빈털터리가 될 때, 너희를 찾아와 나와 결합시키련다. 

너희들이 작고 궁색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자석에 끌

려가듯 너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너희가 아무 보잘

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라.… 내가 없

으면 너희가 무엇인들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작은 존재가 될수록 내가 너희에

“Almas humildes! Quando vocês se apequenarem 
e estarem como que nus, irei de encontro a vocês e 
terei comunhão com vocês. Por serem pequenos e 
necessitados o meu olhar é atraído e focado para 
vocês como que um ímã. Não desanimem por 
acharem que a sua existência não tem valor algum. 
Se não fosse pela minha presença, o que vocês 
poderiam de fato realizar? Não se esqueçam que 
quanto mais se apequenarem humildemente, 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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