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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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3일 주님 세례 축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3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07명 입니다.

♬입당�481����♬예물준비�216,�221����♬영성체�496,�501����♬파견�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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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영세 : 1월 26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제대초 봉헌 신청 

  2월 2일(토) 주님 봉헌 축일에 초 축성이 있습

  니다. 1년동안 성당에서 사용할 제대초를 봉헌

  하실 분과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를 성물방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은총

  으로 사는자의 감사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요셉회 월례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교중 미사 후 13호실 

▶5공동체 신년 모임 : 교중 미사 후 3층 대건관

▶환자봉성체 : 오후

♠주일학교 신앙학교 

  일시 : 1월 18일(금)~20일(주일)

  장소 : Hotel Valle da Fonte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1월 19일(토) 아침 7시

♠소공동체장 회의 

  일시 : 1월 20일(주일) 9시 14호실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1월 20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1월 20일(주일) 교중 미사 후 14호실

♠고등부 캠핑 

  일시: 1월 23일(수)~27일(주일)

  장소 : Chácara Babisz 

      Rod. Francisco Alves Negrão, Km 32

♠주일학교 교사 연수

  일시 : 1월 25일(금)~27일(주일)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월 27일(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거룩한 독서반 1기 모임  

  일시 : 1월 28일(월) 18시 3층 대회의실

♠고등부 교리 교사 연수

  일시 : 2월 1일(금)~3일(주일)

♠대건한글학교 교사 피정

  일시 : 2월 2일(토)

  장소 : Casa de Retiro das Irmãs Paul inas

  

화답송

♣설 합동 위령 미사 : 2월 3일(주일)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봉투를 1월 30일(수) 

  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첫 영성체반 모집 

  대상 : 만 9세~14세

  신청 : 2월 3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와 유아 영세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 모두.

♣교적 변동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된 

  경우나 자녀의 혼인 또는 기타 사유로 분가하

  였을 경우에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제 2-691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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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아들들아,�주님께�드려라.�그�이름의�영광�주님께�드려라.�

�����거룩한�차림으로�주님께�경배하여라.�◎

○�주님의�소리�물�위에�머무네.�주님이�넓은�물�위에�계시네.�

�����주님의�소리는�힘차고,�주님의�소리는�장엄도�하네.�◎

○�영광의�하느님�천둥�치시네.�그분의�성전에서�모두�외치네.�

�����“영광이여!”�주님이�큰�물�위에�앉아�계시네.�주님이�영원한�임금으로�앉으셨네.�◎

이사  42,1-4.6-7제1독서 사도  10,34-38제2독서 루카  3,15-16.21-22복 음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
  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
  

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
  

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
 

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

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0,34-38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

  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
 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

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5-16.21-22
  그때에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

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
 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대

한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형성에 필요

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회

가 세상 안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부부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

는 노력이 평신도 사도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둘째, 본당 공동체도 같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당 

안의 사제와 여러 협력자들, 여러 단체들은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기본적 소양을 전수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

과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직 교육은 평신도

가 어느 특정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환경 안에서 일생 동안 살 수 있도록 교육받

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년, 장년층들을 위

한 교육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a) 본당의 모든 단체들처럼 직접적인 복음 전파와 영성

생활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것이 교육의 방향임을 배워야 합

니다.

b) 사도직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

한 교육입니다. 평신도로서 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달

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c) 사랑의 나눔은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d) 교회 내의 각종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학, 심리학, 사

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야 합니다. 

이제까지 평신도 교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

신도 사도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귀

를 기울이고, 다양한 삶 안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세상에 평신도를 파견하시어 당신의 뜻이 세상

에 새롭게 적응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평신도 교령이 성

령과 교회 안에서 제정되었음을 잊지 않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평신도의 삶이 교회와 세상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도록 합시다. 

- 1965년 11월 18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가

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 6세 교황

* 이로써 평신도 교령을 마칩니다.

educação para a vida da fé, assim como para a 
formação da relação entre os indivíduos e a 
comunidade, deve ser feita. É através desta 
educação que a igreja é mantida viva no mundo.

Primeiro, a educação em casa é a mais 
importante. É a educação mais importante no 
apostolado dos leigos que ensina às crianças sua 
fé e os casais, ser um exemplo de vida às crianças. 
Em segundo lugar, a comunidade paroquial tem 
a mesma responsabilidade de casa. Sacerdotes, 
os colaboradores e outros grupos da paróquia 
devem sempre mostrar seus melhores esforços e 
exemplos para transmitir conhecimento básico 
de leigos. Assim, a educação apostólica não é 
apenas para os leigos trabalharem para o 
p r o p ó s i t o d e q u a l q u e r o r g a n i z a ç ã o e m 
particular. O objetivo é ser educado para viver 
uma vida em todos os ambientes. Portanto, a 
educação para pessoas de meia-idade e idosos 
também deve continuar.

a) Como todos os grupos da paróquia, aqueles 
que realizam o apostolado através da pregação 
direta do evangelho e da vida espiritual devem 
aprender que a correspondência entre a vida e a 
fé é a direção da educação.

b) A educação apostolada não é teoria, mas 
educação sobre o significado e valor da vida. 
Como leigos, devemos aprender o significado 
das riquezas e aprender a viver juntos.

d) A educação em ciências sociais como 
antropologia, psicologia e sociologia também 
deve ser conduzida, além de vários tipos de 
educação dentro da igreja.

Até agora temos visto sobre o decreto 
eclesiástico de leigo. Aqueles que vivem nos 
apóstolos leigos ouvem a Palavra de Cristo e 
vivem no Espírito Santo na vida diversificada. O 
Senhor envia um leigo para um mundo que muda 
dia a dia, levando Sua vontade a se adaptar ao 
mundo. Não nos esqueçamos de que este 
ministério leigo foi instituído no Espírito Santo e 
na Igreja, e lutemos sempre pela colocação dos 
leigos para a glória de Deus sobre a igreja e o 
mundo como um todo.

- Papa Paulo VI, bispo da Igreja Católica em 
Roma, na Basílica de São Pedro, em 18 de 
novembro de 1965

* Assim concluimos o decreto de leigos.

영성의 향기
사도직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삶 안에서 사도직을 수

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A educação para o apostolado é indispensável 
para realizar o apostolado. Em outras palavras, a 
educação deve basear-se na situação única de 
cada leigo. Para que a vida e a fé coincidam, a 

평신도 교령 - 사도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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