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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월 일(주일) 점심 식사 후 연회장3

 내용 : 민속놀이 및 행운권 추첨

 설날을 맞이하여 교우들께 제공하는 떡국을 

 드시고 민속 놀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각 공동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음식과 음료수, 

 맥주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 중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설날 행사 안내

2019년 1월 27일 연중 제3주일(다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41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82명 입니다.

♬입당�446�����♬예물준비�220,340�����♬영성체�169,�502�����♬파견�452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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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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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유지 발전과 선교활동을 위해 

  신자들이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봉헌하는 헌금입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캠핑 : 23일(수)~27일(주일) 

  장소 : Chácara Babisz 
         Rod. Francisco Alves Negrão, Km 32

♠주일학교 교사 연수 : 25일(금)~27일(주일)

♠꾸리아 월례회 : 교중 미사 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1공동체 : 17시 성당 연회장

♠다음 점심 봉사 : 5공동체

♠거룩한 독서반 1기 모임  

  일시 : 1월 28일(월) 18시 3층 대회의실

♠고등부 교리 교사 연수 : 2월 1일(금)~3일(주일)

♠대건한글학교 교사 피정 : 2월 2일(토)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2월 3일(주일)

♠2019년도 은빛대학 신청 안내

  일시 : 2월 3일(주일), 10일(주일) 2주간

  등록비 : 1인당 R$50(1년분)

♠ACC 새 신자 모임 : 2월 3일(주일) 9시 11호실

♠ACC 피정 : 2월 10일(주일) Casa de Paul ina

  대상 : 쉬는 교우, 새 신자, 예비신자

  신청 : 성당 사무실(참가비 R$50,00)

♠2월 전례봉사 안내 : 7공동체 봉사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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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합동 위령 미사 : 2월 3일(주일)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봉투를 1월 30일(수) 

  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693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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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법은�완전하여�생기�돋우고,�주님의�가르침은�참되어�어리석음�깨우치네.�◎

○�주님의�규정�올바르니�마음을�기쁘게�하고,�주님의�계명�밝으니�눈을�맑게�하네.�◎

○�주님을�경외함�순수하니�영원히�이어지고,�주님의�법규들�진실하니�모두�의롭네.�◎

○�저의�반석,�저의�구원자이신�주님,�제�입으로�드리는�말씀,�제�마음속�생각,�당신�마음에�들게�하소서.�

느헤  8,2-4ㄱ.5-6.8-10제1독서 1코린  12,12-30제2독서 루카  1,1-4; 4,14-21복 음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황보철 마르코스님께서 1월 19일(토)

  향년 6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황보정(사무엘), 황보원(다니엘), 

      황보미희(미리암), 황보미진(가브리엘라)

      황보미현(글라라) 

  

   기간 : 3월 12일~6월 25일(1학기) 화요일

         8월 27일~11월 26일(2학기) 화요일

  강좌 : 역사서  - 첫째 주(화) 19시 40분

      요한복음 -셋째 주(화)10시 / 19시 40분

      사도행전 -넷째 주(화)10시 / 19시 40분

  접수 : 1월 27일(주일)~2월 28일(목)

         (주일 : 광장 / 평일 : 성당 사무실)

  수강료 : 각 강좌당 R$50,00

          (강좌당 5명 이하일 경우는 폐강) 

  

  

  

2019 성경 강좌 안내 



오늘의 전례 영성의 향기

제1독서
▥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8,2-4ㄱ.5-6.8-10

그 무렵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룻날이었다.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 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
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 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
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
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
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12-30

형제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
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
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
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
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
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
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
까?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1,1-4; 4,14-21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
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
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
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

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1935년 1월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실화 ‘빵을 

훔친 여인’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남루하고 나이 든 여성

이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관은 당시 뉴욕

시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였습니다. “빵을 훔친 동기

가 무엇이었나요? 배가 고팠나요?” “예, 배가 고팠습니

다. 하지만 그래서 빵을 훔친 건 아니예요. 사위가 가족

을 버렸고, 딸은 아프고, 어린 두 아이가 굶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

습니다.” 그 여성이 말을 마칠 때 쯤 법정 전체가 침묵에 

빠지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빵을 훔쳤으니 벌금 10달러를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10일간 있어야 합니다.” “제게 10달러가 있었다면 빵을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감옥에 있을 동안 누가 딸과 손자들을 돌

봐 주나요?” 판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

댄 후, 주머니에서 10달러 지폐를 꺼내서 “제가 당신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이어서 판사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물리겠

습니다. 공동체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벌금입니다. 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

니다. 집행관은 돈을 걷어서 피고인 여성에게 주세요.” 

재판을 기다리는 12명의 다른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모

두 영광으로 여기며 50센트를 기부했고, 그 판결에 찬사

를 보냈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범죄자가 왜 죄를 짓는지 

보여주었고, 모두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짚어 주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한 근원으로부터 창조되

었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연결된 사람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내

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을 수 있

는 길을 찾고, 나눔을 실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

랑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O que vocês fizeram a alguns dos meus menores 
irmãos, a mim o fizeram” (Mt 20, 40)

Apresento uma história verídica, o julgamento da 
'Mulher que furtou pão', ocorrida em janeiro de 1935, 
na cidade de Nova York, EUA. Uma senhora de 
idade, com roupas desgastadas, estava sendo julgada 
por ter furtado alguns pães. O juiz responsável era o 
prefeito da cidade de Nova Your, Fiorelli La Guardia. 
“Por que a senhora furtou os pães? Foi por causa da 
fome?”. “Sim, eu estava com fome. Mas não foi por 
causa disso que peguei os pães. Meu genro 
abandonou a família e minha filha está doente, as suas 
duas crianças estavam passando fome. Não podia só 
ficar vendo as crianças passando fome”. E logo que a 
mulher terminou de falar, um silêncio pairou sobre o 
tribunal. Disse o juiz: “Todos são iguais perante a lei. 
Pelo crime de furto, a senhora pode optar pagar 10 
dólares de multa, ou ficar presa durante 10 dias”. “Se 
eu tivesse os 10 dólares, não tinha pegado os pães. Irei 
para prisão. Mas quem cuidará da minha filha e 
minhas netas enquanto estiver presa?”. Juiz hesitou e 
se encostou as cosas na sua cadeira. E em seguida, 
tirando 10 dólares do seu bolso disse “Eu pagarei a 
multa da senhora, pode ir embora”. E pronunciou 
para todos do tribunal. “E condeno todos aqui 
presentes para pagamento de 0,50 cents de multa. É a 
multa que se refere à indiferença e à ignorância com a 
comunidade. Não podemos ter casos em que uma 
mulher precise furtar pães para sua família. Policial! 
Recolha o dinheiro e entregue para a acusada”. Então 
os outros 12 acusados e todos os policiais que ali 
estavam entregaram os 0,50 cents cada com agrado, e 
aplaudiram pela sentença dada. Essa decisão do juiz 
mostrou o motivo que levou a acusada cometer seu 
crime, e lembrou que todos são responsáveis pela 
prática daquele crime. A origem de todas as coisas do 
universo é a mesma, então, todas as coisas estão 
conectados, se uma pessoa está sofrendo, as pessoas 
ligadas a ela também sofrem. Precisamos nos 
interessar e procurar caminhos para que a 
comunidade em que eu e a minha família estamos 
inseridas, possam sorrir juntos, vamos compartilhar o 
amor aprendido com Jesus e assim viver como  
pessoas de fé. Amén.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은 없나요? 
Não existe um próximo que devo aju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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