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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764명 입니다.

♬입당�237����♬예물준비�105,102����♬영성체�500,506����♬파견�77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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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안내

   31일(월)은 아침 7시 미사가 없습니다 .

   1일(화) 버스 운행은 평소 주일과 같은 시간에 

   운행합니다.

♣평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년초 평일 미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

  드리오니 주보 표지의 미사 시간을 참조 하시

  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월례회 

  일시 : 1월 6일(주일) 교중 미사 후 13호실

♣1월 전례 봉사 안내 : 6공동체 봉사

♠2019년도 주일 점심 봉사 안내

화답송

♣성모 신심 미사 : 1월 5일(토) 아침 7시

♣환자봉성체 : 1월 13일(주일) 오후

♣2019년도 성당 달력 수령

   성당 달력을 가구당 2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월 매일미사책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미사책이 필요하신분은 성물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은총

  으로 사는자의 감사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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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689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10:30

22:00

주일 월(31일) 화(01일) 수(02일) 목(03일) 금(04일) 토(05일)요일

09:00

10:30

미사

시간

  

19:00

  

19:00 07:00  
07:00  

19:00

○�행복하여라,�주님을�경외하는�사람,�그분의�길을�걷는�모든�사람!�

����네�손으로�벌어�네가�먹으리니,�너는�행복하여라,�너는�복을�받으리라.�◎

○�너의�집�안방에�있는�아내는�풍성한�포도나무�같고�

����너의�밥상에�둘러앉은�아들들은�올리브�나무�햇순�같구나.�◎

○�보라,�주님을�경외하는�사람은�이렇듯�복을�받으리라.�주님은�시온에서�너에게�복을�내리시리라.�

����너는�한평생�모든�날에�예루살렘의�번영을�보리라.�◎

집회  3,2-6.12-14제1독서 콜로  3,12-21제2독서 루카  2,41-52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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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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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송년 미사12월 31일(월)

01월 01일(화)
09: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0:30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몇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는 가끔 아빠의 손을 잡고 "내가 아무래도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 같구나" 하고 말했다. 할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아무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떠나갈 시간을 알고 있었다. 

가끔씩 의식을 잃곤 하면서도 할머니는 기어코 그 해 겨

울을 이겨냈다. 그리고 6월 어느 화창한 날,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엄마는 가족들의 겨울

옷을 장롱 속에 넣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이런 거, 할머니가 정말 몰랐을까?" 

"모르셨을 거야. 몇 달을 마루에도 한번 못 나오시고 누

워만 계셨던 분이 뭘 아셨겠어? 나중에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셨는데…." "하긴 그래." 

우리 가족은 6월의 초여름에도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면 늘 겨울옷을 입었다. 어떤 날은 장갑을 끼고 목도

리까지 하고서 할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있다. 심지어 

나는 할머니 손을 잡기 전에 차가운 얼음을 만져서 아직

도 겨울이어서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게 해 드렸다.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할머니에게 우리는 그

렇게 해서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아 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그토록 소중한 4개월을 할

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 

버린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이 할머니

와 같 이 있 는 시 간 을 늘 려 줄 수 있 다 는 사 실 을 알 았

다.(연탄길 내용중)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우리들은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아 아

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란, 상처 입은 몸과 마

음을 어루만져주며, 포근하게 안아주고, 허물이 있어도 

등을 토닥여 주며 격려해주는 것이 가족이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이 

가족 사랑의 파급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느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가정을 정성껏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Minha avó, que voltou para casa do hospital 
depois de alguns meses, ocasionalmente pegou na 
mão do meu pai e disse: "Sinto que não conseguirei 
passar deste inverno". Minha avó sabia a hora de ir 
embora, embora ninguém tivesse dito a ela, a palavra 
do médico que a avó não passaria do inverno. Às 
vezes perdia a consciência, mas minha avó conseguiu 
sobreviver aquele inverno. E em um dia ensolarado 
em junho, ela partiu para a mais longa jornada do 
mundo.

Depois do funeral da minha avó, a minha mãe 
colocou as roupas de inverno da família no armario.

"Mãe, será que a vovó realmente não notou nada?" 
"Acredito que não. Você sabe que ela nem conseguiu 
sair do quarto e ficou só deitado durante meses. No 
final, ela nem me reconhecia mais... " "É verdade."

A minha família, mesmo no auge do calor de 
Junho, ao entrar no quarto da vovó vestíamos roupa 
de inverno. Teve dias que entramos no quarto da 
vovó de luvas, e até de cachecol. Eu cheguei a tocar no 
gelo antes de segurar na mão da minha avó para 
poder dizer que a minha mão estava gelada por que 
ainda era inverno. Queríamos dar o nosso máximo 
para impedir a chegada da primavera para minha 
avó que dizia que não ia passar de inverno.

Assim, conseguimos viver mais 4 preciosos meses 
a mais junto a minha avó. O tempo leva tudo embora. 
Mas descobrimos que o amor da minha família pela 
minha vó conseguiu fazer com que passemos mais 
tempo com a minha avó. (parte de livro “caminhos de 
briquetes”)

Hoje, no dia de Sagrada família de Jesus, Maria e 
José, devemos amar e reconhecer que cada membro 
da nossa família é um presente de Deus. Uma família 
é aquele que encoraja e abraça o corpo e a mente 
feridos, tocando-a, confortando-a e não deixando-a 
cair. Além disso, esse amor na família fará com que 
espalhemos amor e piedade aos nossos vizinhos.

Por tanto, deveremos rezar com amor e 
agradecimento a Deus e realizar uma família Santa 
na nossa casa.

영성의 향기 아름다운 이별   Bela despedida우리문화 산책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사회적으로 알리

는 예식이지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의 전통 

혼례식(통과 의례 2편에서 다룸)과는 다른 형태인 현

대식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늘날 한국

의 결혼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어떤 순서로 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결혼 기

념 사진을 찍어요.

②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신랑 신부의 어머니가 앞에 나와서 초에 불을 

밝혀요. 그 다음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는 아버지의 손

을 잡고 들어 와요. 주례사가 끝나면(또는 '주례 없는 

결혼식 '을 선택하기도 함) 부모님과 손님들에게 인사

를 해요. 그 뒤, 신랑과 신부는 친척, 친구들과 함께 사

진을 찍어요. 신부는 곧 결혼할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

기도 해요.

③ 얼마전에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청첩

장'이 뭐예요?

청첩장은 결혼식에 초대하는 카드예요. 각 부모님

의 성함 ,신랑 신부의 이름, 형제 중에서 몇 째라는 것, 

결혼식 날짜와 장소, 시간, 약도 등이 적혀져 있어요.

 ④ 어디에서 결혼하나요? 

한국에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예

식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

혼을 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나 사찰을 이용

하기도 해요. 그  외에 동창회관,  OOO 기념관과 같

이 공공 건물의 강당을 빌려서 하거나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⑤ 결혼식에 초대 받은 사람들은 신랑, 신부에게 무슨 

선물을 주나요?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축하하는 의미로 봉투에 돈

을 넣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축하하는 뜻으

로 주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홀수로 맞

춰  3,  5, 7만원을 줘요. 특별한 경우에는 10,  20만원

과 같이 10단위에 맞춰서 주기도 해요.

⑥ 폐백이 뭐예요?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시부모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시아버지는 동쪽에, 시어머니는 서쪽에 

앉아요. 폐백상 음식으로 밤과 대추, 육포, 닭, 술 등을 

준비해요.

⑦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밤과 대추는 장수와 부귀, 자식의 번영을 상징해요. 

육포는 시부모를 존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신랑 

신부가 시부모에게 큰 절을 드리면 시부모는 신부의 치

마에 대추를 던져 줘요. 이것은 대추 수 만큼 아이를  많

이 낳으라는 의미예요.

⑧ 폐백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예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해요. 오신 손님들에

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친구들과 모여 음식도 먹고 게임

도 해요. 모든 행사가 끝나면 신혼 여행을 가요.

⑨ 신혼 여행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제주도로 많이 갔지만 ,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외

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몰디브, 태국, 필리

핀, 괌,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인기가 있어요.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오늘날 한국의 결혼문화

 * 각주1 :200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식을 주관하던 주례가 없어지고 최근에

                 는 주례 없이 진행하는 이른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

                 도 늘어났다 주례가 사라지는 대신 신랑신부가 혼인서약에서 서로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고 아버지의 덕담으로 이루어진다. 

                 신랑, 신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덕담을 하기 때문에 가족애가 더욱 강조되

                 고 내용도 단순히 교훈적이기보다 양 측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각주2 : 권영민,양승국,장소원외 공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읽기], 서울:아름

                  다운한국어학교, 참조.

    각주3 : 전미순 저,  [문화 속 한국어], 서울: 랭기지플러스 (2010),  p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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