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0일 연중 제5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41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04명 입니다.

♬입당�2�����♬예물준비�212,�216�����♬영성체�163,�160�����♬파견�451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4        ◈ 보좌신부 : 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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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에 브라질에 도착하셔서 그동안 본

당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 베니타 분원장 수녀

님께서 2월 15일(금) 01시 25분 에미레이트 항공

편으로 우리 본당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

에 늘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을 위해 수고하실 황 프란치스 신임 

분원장 수녀님을 환영하며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

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자 봉성체 : 2월 12일(화) 

  환자 봉성체나 병자성사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포어 성경 공부반 개강 : 2월 13일(수) 20시

  장소 : 두번째, 네번쨰 수요일 13호실

▶주일학교 개학 : 9시 미사 후 학년별 교실

▶ACC 피정 : Casa de Paul ina

▶사목평의회 정기총회 : 12시 30분 극장

  대상 : 본당에 소속된 모든 단체장 및 임원

         참석을 원하는 신자 모두

  2019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기총회에 모든 

  단체장(유고시 부단체장 또는 총무)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2019 신망애 장학생 환영식 : 12시 30분 

  장소 : 3층 대회실 & 대건관

  대상 : 신망애 장학회 임원, 장학생과 학부모

▶ME 신년 하례식, 상반기 모임 : 17시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대건회

  다음 점심 봉사 : 3공동체

♠9공동체 월례회 : 2월 11일(월) 18시 30분

  장소 : R. Afonso Pena 289 Salão de festa

♠성인 복사단 월례회 

  일시 : 2월 16일(토) 18시 연회장

♠소공동체장 회의 

  일시 : 2월 17일(주일) 9시 14호실

♠대건회 월례회 

  일시 : 2월 17일(주일) 10시 3층 대회의실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라우다떼 반주단 월례회 

  일시 : 2월 17일(주일) 12시 30분 대성당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2월 17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월례회 

  일시 : 2월 17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4공동체 월례회 : 본당 3층 대회의실

  일시 : 2월 17일(주일) 12시 30분 

화답송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2월 16일(토) 7시

♣썸머 타임(Horário de Verão) 해제

2월 16일(토) 자정부터 1시간이 늦어집니다.

(16일 24시를 23시로 변경)

 

(제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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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제�마음�다하여�당신을�찬송하나이다.�제�입의�말씀을�들어�주시기에,�����������������

천사들�앞에서�찬미�노래�부르나이다.�거룩한�성전�앞에�엎드리나이다.�◎

○�당신은�자애롭고�진실하시니,�당신�이름�찬송하나이다.�제가�부르짖던�날,������������������

당신이�응답하시고,�저를�당당하게�세우시니,�제�영혼에�힘이�솟았나이다.�◎

○�주님,�세상�임금들이�당신�말씀�들을�때,�저들이�모두�당신을�찬송하게�하소서.�����������������������������������������

주님�영광�크시오니,�주님의�길을�노래하게�하소서.�◎

○�주님은�오른손으로�저를�구하시나이다.�나를�위하여�모든�것을�이루시리라!����������������

주님,�당신�자애는�영원하시옵니다.�당신�손수�빚으신�것들�저버리지�마소서.�◎

이사  6,1-2ㄱ.3-8제1독서 1코린  15,1-11제2독서 루카  5,1-11복 음

  

   기간 : 3월 12일~6월 25일(1학기) 화요일

         8월 27일~11월 26일(2학기) 화요일

  강좌 : 역사서  -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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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인신매매,�강제�매춘,�폭력의�희생자들이

너그러운�환대를�받을�수�있도록

기도합시다.

“너희�아버지께서�자비하신�것처럼

너희도�자비로운�사람이�되어라”

�������������������������������������(루카�6,36)

성경읽기�:�루카�6,27-38(연중�제7주일)

교황님의�기도�지향 2월�소공동체�말씀�읽기

  고등학생 : 이유라, 오지은, 홍민영, 박용규

             한 민, 이윤제, 박지은, 박민호

             전민호 - 9명

  

  

  

2019년도 신망애 장학생 명단

대학생 : 김셀리, 조민지, 손창민, 원다연

         김보미, 곽동주, 장민선, 조윤주

         유민우, 김덕우, 전도희 - 11명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ㄱ.3-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

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

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

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11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

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

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

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

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

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

에 오르시어 그에게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

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

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

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

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

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보러 빨간 벽돌집 뒤

켠 공터로 나오니  다섯살바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

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어린 시절의 한자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

다.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정해라." 친구들

이 지친 듯 쪼그리고 앉아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

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빨리 말해라.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머쓱해진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

는 벽으로 뛰어 들어가 기대어 섰다. "난 햇볕이야, 너희

들 모두 이리로 와 봐." 나는 속으로 ''음~ 제법이네'' 하

며  그 아이를 힐끗 쳐다봤다. 어리둥절해 하던 아이들도 

모두 달려가 그 아이 옆에 섰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

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가끔씩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곤 했다. 

오늘은 색색 플라스틱 포크에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를 들고 나오다가 무심결에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

로 옮겨가는 햇볕이 알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 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 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

게 되는 것 같다. 늘 그렇지만 올해도 그 희망과 기대를 

사람에게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햇볕이 

되어 할머니에게 따스함을 선사하고 싶은 아이의 맑고 

훈훈한 마음. 그 마음을 닮아보기를 희망해보는 것은 어

떨까 싶다. 내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연민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를 희망해본다.

Em um dia de primavera, com o vento ainda frio, fui 
até a parte de trás da casa de tijolos vermelhos para cuidar 
dos vasos de flores, foi quando encontrei crianças de cinco 
anos brincando de casinha. Era como se estivesse 
observando a minha infância, meu coração alegrou ao ver 
as crianças juntas conversando sobre os seus sonhos.

Mas a criança que ficou por último se manteve em 
silêncio por um longo tempo. "Ei, o que você gostaria de 
ser quando crescer?" "Vai, decide logo". Mesmo com a 
insistência dos amigos e mesmo percebendo que os seus 
amigos estavam ficando cansados de ficar ali agachados, 
ele apenas hesitava. Neste momento eu sorri para eles e 
disse: “Responda logo, seus amigos estão esperando.” 
Então, a criança que até então estava confusa, levantou-se 
determinado por alguma coisa, correu para uma parede 
em que batia uma forte luz do sol e recostou-se nela 
dizendo: “Eu sou o raio de sol, venham todos para cá!” 
Olhei a criança e pensei: “Hm~ ele é especial.”. Todas as 
crianças, até aqueles que não estavam entendendo, foram 
correndo ficar ao lado do amigo. Foi agradável ver as 
crianças recostadas na parede dizendo: “Uau, como está 
quentinho”.

As vezes preparo um lanche para as crianças que estão 
brincando. Hoje levei garfos descartáveis e maçãs 
cortadas em formato de coelho e logo perguntei a criança 
o motivo pela qual ele gostaria de se tornar um raio de 
sol. “Minha avó vende ervas no mercado e onde ela fica 
sentada não é ensolarado.” A criança não gostava de ver a 
luz do sol refletindo por pouco tempo e se movendo 
rapidamente para outro local. Por isso, quando se tornar 
um adulto, ele vai querer ser um raio de sol que refletirá e 
aquecerá a sua avó o dia todo. Eu o abracei com força e ele 
estava tão quente quanto o sol.

Começar algo novo seria como ter nova esperança e 
novas expectativas. Mesmo que seja assim sempre, neste 
ano também vamos refletir sobre o que podemos fazer 
para levar a esperança e as expectativas para as pessoas. 
Um coração puro e quente de uma criança que quer se 
tornar um raio de sol para aquecer a sua avó. Ter a 
esperança de conseguir ter o mesmo coração. Espero que 
vamos nos encher de compaixão e amor sincero e 
alcançar as pessoas com todo esse amor que cabe no 
nosso coração.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
A criança que queria ser um raio de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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