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7일 연중 제6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41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31명 입니다.

♬입당�434�����♬예물준비�219,�220�����♬영성체�174,�175�����♬파견�45성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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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원장수녀 : 황 프란치스 2128-0427(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7353-5544, 99679-9403, 99956-0215     ◈ 복지위원회 : 99679-9403  

♣포어 성경 공부반 안내 

  일시 : 매주 수요일 20시 13호실

  강사 : Tamulat 신부님

♣성모 신심 미사 : 3월 2일(토) 7시

♣은빛대학 개학 미사 

  일시 : 3월 7일(목) 9시 대성당

♣성체 강복 및 성시간

일시 : 3월 7일(목) 저녁 미사 후 대성당

▶소공동체장 : 9시 11호실

▶대건회 : 10시 3층 대회의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라우다떼 반주단 : 12시 30분 대성당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2호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요셉회 : 12시 30분 22호실

▶4공동체 월례회 :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본당의 날 준비위원회 : 13시 11호실

▶오늘 점심 봉사 : 3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청소년분과

♠어린이 성가대, 전례부 입단식 

  일시 : 2월 24일(주일) 9시 미사 중

♠어린이 성가대 자모회 

  일시 : 2월 24일(주일) 10시 15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일시 : 2월 24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6공동체 월례회 

  일시 : 2월 24일(주일) 17시 

  장소 : R. Souza Ramos 144 Ap52 

        성순모(로사)댁 99614-0220

♠위령봉사회 월례회 

  일시 : 2월 25일(월) 18시 도서관 앞

♠강학회 캠프 

  일시 : 3월 1일(금)~5일(화) Carrancas

♠청년회 캠프 

  일시 : 3월 15일(금)~17일(주일)  

  장소 : Praia da Boracéia , São Sebast ião

♠2019년도 주일 점심 봉사 단체

 

  

화답송

 

(제 2-696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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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여라!�악인의�뜻에�따라�걷지�않는�사람,�죄인의�길에�들어서지�않으며,������

오만한�자의�자리에�앉지�않는�사람,�오히려�주님의�가르침을�좋아하고,�밤낮으로�

그�가르침을�되새기는�사람.�◎

○�그는�시냇가에�심은�나무�같아,�제때에�열매�맺고,�잎이�아니�시들어,�하는�일마다��

모두�잘되리라.�◎

○�악인은�그렇지�않으니,�바람에�흩날리는�검불�같아라.�의인의�길은�주님이�아시고,�

악인의�길은�멸망에�이르리라.�◎

예레  17,5-8제1독서 1코린  15,12.16-20제2독서 루카  6,17.20-26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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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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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7,5-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

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

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16-20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

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

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맏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

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

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

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어느 마을 담벼락과 집 벽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도

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워도 다음날 또 어김없이 적

혀 있습니다. 지속되는 낙서를 보며, 마을 주민들은 화

가 치밀었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근처

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낙서를 하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놀랍게도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깔끔한 옷차림, 예의 바른 평범한 어린아이

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

다. “왜 벽에 낙서한 거니?” 아이는 할아버지의 물음

에 울먹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먹이던 

아이는 벽에 한 낙서가 엄마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 

이름으로 낙서를 한 거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

는 건넛마을에 사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요...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보고 함께 불러주면 

금방 낫지 않을까 해서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

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들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벽에 이름을 쓸 수 없는 이 시

대에, 우리 기도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쓰고, 묵주알

을 돌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함께 행복해 질 것입니다.

Em uma aldeia, nos muros e nas paredes 
das casa começaram a aparecer grafites com 
nome de certo alguém. Mesmo que sendo 
apagado, era escrito novamente, sem falhas, 
no dia seguinte. O povo da aldeia ficaram com 
tanta raiva que ficaram esperando perto do 
muro e pegaram o grafiteiro.

Por incrível que pareça, o grafiteiro era um 
menino novo. Era um garotinho comum, bem 
v e s t i d o e e d u c a d o . U m s e n h o r i d o s o 
perguntou ao garotinho: “ Por que você  
rabiscou nas paredes?”.  O garotinho somente 
lacrimejava e não conseguia responder. 
Depois de um tempo lacr ime jando, o 
garotinho respondeu dizendo que o nome que 
ele rabiscava na parede era o nome de sua 
mãe.

Mais uma vez, o senhor idoso perguntou : 
“Por que você rabiscou o nome da sua mãe?” 
O garoto respondeu: “ Eu moro num outro 
bairro, e a minha mãe está muito doente. 
Pensei comigo mesmo, se várias pessoas 
vissem o nome da minha mãe e chamasse por 
ela não se recuperaria mais rápido. Me 
desculpe, vovô”. 

Diz o ditado antigo, se compartilharmos 
alegria ela dobra, e se compartilharmos 
tristeza ela diminui pela metade. Vamos dar 
uma olhada se não há pessoas ao nosso redor 
que estão de nossa oração. Vivendo numa é
poca que não podemos simplesmente rabiscar 
nas paredes, se escrevermos o nome deles na 
lista de nossas orações, e se chamarmos o 
nome deles toda vez que rezarmos um terço, 
Deus escutará nossa ansiosa esperança e 
todos seremos felizes juntos.

필요한 기도

Oração requ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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