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월 10일(주일)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대상 : 쉬는교우, 새 신자, 예비신자

         (배우자도 환영합니다.) 

  신청 : 성당 사무실(참가비 R$50,00)

  주관 : 교육분과

  

ACC 일일 피정 안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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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0일 연중 제2주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41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50명 입니다.

♬입당�329����♬예물준비�217,�342����♬영성체�170,�499����♬파견�61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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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현태 

  안토니오 신부님이 대전 교구청 인사이동으로 

  1월 29일(화) 01시 25분 에미리트 항공편으로 

  우리 본당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영세 : 1월 26일(토) 15시 소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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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합동 위령 미사 : 2월 3일(주일)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봉투를 1월 30일(수) 

  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신앙학교 : 18일(금)~20일(주일) 

  성당 도착 예정 시간 : 20시

  학부형님들 차량을 성당 앞 도로에 주차하시면 

  버스가 성당 앞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소공동체장 : 9시 11호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성소후원회 : 교중 미사 후 14호실

♠향심기도 모임 : 12시 30분 1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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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한글학교 개학

  일시 : 2월 9일(토) 9시

♠고등부 개학

  일시 : 2월 9일(토) 17시

♠주일학교 개학

  일시 : 2월 10일(주일) 9시 미사 후

  

화답송

♣2019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은총

  으로 사는자의 감사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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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전출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나 전화

  번호가 변동된 경우나 자녀의 혼인 또는 기타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에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2-692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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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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노래하여라,�새로운�노래.�주님께�노래하여라,�온�세상아.�

����주님께�노래하여라,�그�이름�찬미하여라.�◎

○�나날이�선포하여라,�그분의�구원을.�전하여라,�

����겨레들에게�그분의�영광을,�모든�민족들에게�그분의�기적을.�◎

○�주님께�드려라,�뭇�민족의�가문들아.�주님께�드려라,�영광과�권능을.�주님께�드려라,�그�이름의�영광을.�◎

○�거룩한�차림으로�주님께�경배하여라.�온�세상아,�그분�앞에서�무서워�떨어라.�겨레들에게�말하여라.�

����“�주님은�임금이시다.�그분은�민족들을�올바르게�심판하신다.”◎

이사  62,1-5제1독서 1코린  12,4-11제2독서 요한  2,1-11복 음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오늘의 전례 영성의 향기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2,1-5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
 

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네가 ‘소박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

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

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4-11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
  

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
 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

 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

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
  

그때에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
 

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
 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

  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였다. 예수님께서 일꾼

 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
 

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
 

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
 

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

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

느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있는지 당

신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밀어진 손길에 감사할 수 있

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고, 내가 누군가

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역시도 이웃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 Não menospreze alguém que lhe esteja 

ajudando. Pois você não tem como saber se o 

espírito de Deus habita nele ou em você.”  

Fragmento do livro A sabedoria dos 
padres do deserto...

“Em verdade, vos digo: todas as vezes que 

fizestes isso a um destes mais pequenos, que 

são meus irmãos, foi a mim que o fizestes(Mt 

25,40).”  Vamos nos lembrar destas palavras 

que o senhor Jesus proferiu aos seus discí-

pulos. Quando o fazemos, conseguimos 

estender as mãos uns aos outros. E assim 

sermos gratos por estas mãos estendidas. 

Neste mundo não há nada que devemos 

receber gratuitamente por direito. Se alguém 

nos ajudar, trata-se do compartilhar do amor 

para com o Deus que habita dentro de nós, e 

quando nos ajudamos os outros, estamos 

compartilhando o amor com o Deus que 

habita no próximo. Portanto, o lugar que 

reservamos para priorizar uns aos outros 

mutuamente é o lugar que se encontra o amor 

que direcionamos a Deus e é  neste lugar que 

podemos nos aproximar do reino de Deus.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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