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4일 연중 제7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410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40명 입니다.

♬입당�329�����♬예물준비�215,219�����♬영성체�502,498�����♬파견�45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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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신심 미사 : 3월 2일(토) 7시

♣주일 미사 임시 변경 안내 : 3월 3일(주일)

  미사 : 7시 / 10시 30분

  강학회 캠프로 인해 9시 미사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10시 30분 교중미사에 부모님과 

  함께 미사 참례합니다. 

♣성지가지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작년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3월 3일

  (주일)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가대, 전례부 입단식 : 9시 미사 중

▶어린이 성가대 자모회 : 10시 15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교육분과 : 12시 30분 14호실

▶6공동체 월례회 : 17시 

  장소 : R. Souza Ramos 144 Ap52 

        성순모(로사)댁 99614-0220

▶오늘 점심 봉사 : 청소년분과

  다음 점심 봉사 : 6공동체

♠2공동체 2월 월례회 : 2월 25일(월) 19시

  장소 : R. Guarani 162 1층 

        김영순(마리 세실리아) Cel. 97326-2181

♠강학회 캠프 

  일시 : 3월 1일(금)~5일(화) Carrancas

♠신망애 장학회 의료봉사 : 3월 3일(주일) 

  진료 : 혈당 및 혈압측정, 척추교정 및 물리치료

♠안나회 월례회 

  일시 : 3월 3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강학회 Cupula M.T 

  일시 : 3월 8일(금)~10일(주일) 

  장소 : R iviera de São Lourenço

♠단체장 확대회의 : 3월 10일(주일) 12시 30분 

♠청년회 캠프 : 3월 15일(금)~17일(주일)  

  장소 : Praia da Boracéia , São Sebast ião

♠3월 전례 봉사 안내 : 8공동체 봉사

 

  

화답송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재의 예식

일시 : 3월 6일(수) 07시, 19시 미사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은빛대학 개학 미사 : 3월 7일(목) 9시 대성당

♣성체 강복 및 성시간 : 3월 7일(목)저녁 미사 후 

♣환자 봉성체 : 3월 12일(화) 오전

 

(제 2-697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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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영혼아,�주님을�찬미하여라.�내�안의�모든�것도�거룩하신�그�이름�찬미하여라.�

����내�영혼아,�주님을�찬미하여라.�그분의�온갖�은혜�하나도�잊지�마라.�◎

○�네�모든�잘못을�용서하시고,�네�모든�아픔을�없애시는�분.�

����네�목숨을�구렁에서�구해�내시고,�자애와�자비의�관을�씌우시는�분.�◎

○�주님은�자비롭고�너그러우시며,�분노에는�더디시나�자애는�넘치시네.�

����우리를�죄대로�다루지�않으시고,�우리의�잘못대로�갚지�않으시네.�◎

○�해�뜨는�데서�해�지는�데가�먼�것처럼,�우리의�허물들을�멀리�치우시네.�

����아버지가�자식을�가여워하듯,�주님은�당신을�경외하는�이�가여워하시네.�◎

1사무  26,2.7-9.12-13.22-23제1독서 1코린  15,45-49제2독서 루카  6,27-38복 음

“가족�찾아�
������하느님께”
쉬는�교우를�봉헌합시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으로 저를 채우소서!’
                                시편 69 ,10  

    주일 : 7시 30분~10시 30분 성 김대건광장

   평일 : 성당 사무실

 

  

  

  

성전 보수 기금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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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각 강좌당 R$50,00

          

  

  

  

2019 성경 강좌 안내 

  

   장소 : Colegio Liceu Coração de Jesus

        (주차장 Alameda Dino Bueno, 353 

              - Campos Elíseos)

  일시 : 18시~22시(화, 목, 토, 주일)

  회비 : 월 R$120,00

  문의 : 총무 김동찬 엠마누엘 94121-4164        

  

  

  

평화 배드민턴 회원 모집 

이경연 정형태 김창선
김예순 김의순 이재현

권석영
황석찬

권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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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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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환
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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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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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순

신규섭
이지은

권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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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우리문화 산책

1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 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홀로 오누이를 키우던 엄마는 부잣집 잔치가 

있을 때 음식을 해주며 오누이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넛마을 부잣집에 큰 잔치가 열려 엄마는 오누이만 

남겨두고 일을 하러 가야 했어요. 

“얘들아! 건넛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서 가야 해.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떡을 가져올게.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엄마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 있어요!!”

엄마가 호랑이에게 떡을 내어주자 호랑이가 떡을 꿀

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엄마도 잡아 먹어 버렸어요! 호

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엄마와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갔

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으니 문 열어라.”

오누이가 대답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엣취! 엣취!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봐요.”

문틈으로 들어온 손은 엄마의 손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엄마가 잔칫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믿은 오누이는 문을 열어 주었어요.

“앗!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잖아!”

오누이는 얼른 나무로 올라가 숨었어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를 본 호랑이는 물

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니?

오라비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나무에 기름칠을 하면 높이 올라 올 수 있지.”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6,2.7-9.12-13.22-23

그 무렵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삼천 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다윗은 아

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

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

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

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

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45-49

형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

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7-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

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

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

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

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

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

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

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

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

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

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각주1 : 오빠와 여동생을 부르는 옛말

그러자 호랑이는 서둘러 부엌에 가서는 네 발 모두 기

름칠을 흠뻑 바르고는 올라갔지만 '꽈당!!' 계속 엉덩방

아를 찧었어요. 그러자 누이가 웃으면서

“바보 같은 호랑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올라오면 되

는데~”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이제 너희들을 잡아먹어야

지!”

오누이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하느님, 불쌍한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

아줄을 내려 주시고, 죽이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

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는 그것

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오누이의 흉내를 내며 하느

님께 빌었어요.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 주

시고, 죽이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쫓아갈 욕심에 헌 동아줄에 매달

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헌 동아줄은 하늘로 올라

가다 뚝! 끊어지고 말았지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

었어요. 오라비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었어요. 하

지만 누이는 밤이 무섭다며 오라비를 졸라 오라비는 달

이 되고 누이는 해가 되었어요. 해가 된 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들이 저를 못 보도록 환히 

빛을 내는 거랍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해와 달이 된 오누이(문화콘텐츠닷

컴 (문화원형백과 한국호랑이),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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