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3월 15일

3월 22일

3월 29일

4월 05일

4월 12일

4월 19일

주 간

사순 제1주간

사순 제2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간

사순 제5주간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봉사

신심분과

교육분과

청소년분과

소공동체

여성분과

전례분과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봉사분과3월 08일

2019년 3월 10일 사순 제1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01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737명 입니다.

♬입당�118�����♬예물준비�215,�342�����♬영성체�158,�500�����♬파견�122성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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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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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령봉사회 : 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 복지위원회 : 99679-9403  

♣사순 판공 성사 안내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일시 : 4월 18일(목)까지 미사 30분 전

  다른 성당이나 여행 중에 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작성해서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강학회 Cupula M.T 

  일시 : 3월 8일(금)~10일(주일) 

  장소 : R iviera de São Lourenço

▶성모회 : 3월 10일(주일) 12시 20분 22호실

▶단체장 확대회의 : 12시 30분 극장

  성당의 모든 단체장과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오늘 점심 봉사 : 8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요셉회

♠1공동체 반 모임 : 3월 11일(월) 19시

  

♠9공동체 반 모임 : 3월 11일(월) 18시 30분

♠청년회 캠프 

  일시 : 3월 15일(금)~17일(주일) 

  장소 : Praia da Boracéia , São Sebast ião

♠예비신자 성지 순례 : 3월 16일(토) Aparecida

♠성모회 성지순례 

  일시 : 3월 17일(주일) 매듭푸는 성모님 성당

♠소공동체장 회의 : 3월 17일(주일) 9시 11호실

♠대건회 피정 

  일시 : 3월 17일(주일)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3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3월 17일(주일) 12시 20분 14호실

♠제대회 월례회

   일시 : 3월 17일(주일) 12시 30분 11호실

화답송

♣환자 봉성체 : 3월 12일(화) 

  환자 봉성체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3월 16일(토) 7시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사순절에 보속과 희생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1차 : 사순 제2주일(3월 17일)

  2차 : 사순 제4주일(3월 31일)

♣공소 부활 판공 성사 일정 안내 

(제 2-699호)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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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높으신�분의�보호�아래�사는�이,�전능하신�분의�그늘�안에�머무는�이,�

����주님께�아뢰어라.�“나의�피신처,�나의�산성,�나의�하느님,�나�그분께�의지하네.”◎

○�너에게는�불행이�다가오지�않고,�네�천막에는�재앙이�얼씬도�못하리라.�

����그분이�당신�천사들에게�명령하시어,�네가�가는�모든�길을�지켜�주시리라.�◎

○�행여�네�발이�돌부리에�차일세라,�천사들이�손으로�너를�받쳐�주리라.�

����너는�독사와�살모사�위를�거닐고,�힘센�사자와�이무기를�짓밟으리라.�◎

○�그가�나를�따르기에�나�그를�구하여�주고,�내�이름�알기에�나�그를�들어�높이리라.�

그가�나를�부르면�나�그에게�대답하고,�환난�가운데�내가�그와�함께�있으며,�

����그를�해방시켜�영예롭게�하리라.�◎

신명  26,4-10제1독서 로마  10,8-13제2독서 루카  4,1-13복 음

주임신부님3월 18일~3월 19일

Vitoria

Porto Alegre

Curitiba3월 17일~3월 18일

Belo Horizonte

프란치스수녀님

3월 27일~3월 28일

3월 26일~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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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희(루시아)

김용봉(마리아)

심경섭(타데오)

 3반

2반

1반

R. Newton Prado, 223 Ap 91

R. Newton Prado 368 Ap 84

R. Talmud Thora, 164  Ap 11

노경자(안나)

김호상(시몬)

구성원(마르코스) 3반

2반

1반

R. Lubavichi 159 Ap 61

R. Afonso Pena, 289 Salão

R. Bandeirantes, 86  Ap 11

  

   기간 : 3월 12일~6월 25일(1학기) 화요일

         8월 27일~11월 26일(2학기) 화요일

  개강 : 역사서  - 둘째 주(12일)  19시 40분

        요한복음 -셋째 주 (20일) 10시 

                                        (19일) 19시 40분        

        사도행전 -넷째 주(26일) 10시 

                                       (26일) 19시 40분

  

          

  

  

  

2019 성경 강좌 안내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

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

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맏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

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

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

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

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

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

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

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일부 가톨릭 신자들의 태도에서 성부, 성자, 성

령 다음으로 성모 마리아가 제 4위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기

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신처럼 숭배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adora o Pai, o Filho 

e o Espirito Santo) 성 모 님 께  드 리 는  공 경 (ao culto 

mariano)이 혼동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이 교회는 성모 공경과 하

느님 흠숭을 구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흠숭지례(欽崇之

禮),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 특히 마리아께는 특

별한 공경의 의미에서 상경지례(上京之禮)를 드린다고 가르

쳤습니다. 이는 기도문에서도 명확히 구별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허락

하소서.” 하고 끝맺지만,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에게는 “저

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전구하여 주소서.” 

하는 형식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모든 기도의 최종 결정권

자는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

모 신심과 공경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신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성모님의 옷자락에 가려서는 안 됩니다. 성

경에서 성모님은 늘 예수님의 뒷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동

방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고 성모님과 함께 있는 아기에게 예

물로 드렸으며(마태 2,11),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

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하시며 다른 사람도 그분의 말씀

에 순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예수님이 누

구신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

지 못할 때에는 참된 성모공경이 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기 때문

에 동정녀요, 죄 없이 잉태되시고 사셨으며, 승천하셨다고 믿

는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잉태하

고 출산한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3,35)라

고 하셨듯이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어머니이기 때

문입니다. 어머니는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 예고를 전해 듣

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하고 순명하셨는데, 당

시 풍습에 의하면 그 순명은 곧 죽음을 각오한 응답이었습니

다.                                                                        <다음주에 계속>

Existem pessoas que não enxergam com bons olhos o 
respeito que temos com a Maria. Alguns evangélicos 
criticam a religião católica chamando-o de religião da 
Maria. Isso se deve pela atitude de alguns católicos que 
passou a impressão que a Maria era uma quarta 
Santidade, depois do Pai, Filho e Espírito Santo. Em outras 
palavras, aparentou que a Maria era adorada como Deusa. 
As pessoas confundiram a adoração a Deus (Pai, Filho e 
Espírito Santo) com a homenagem à Maria (culto 
mariano).

Para evitar esse mal-entendido, a Igreja, desde os 
primórdios, separou a homenagem à Maria, da adoração a 
Deus. Para Deus é ato de admiração, e para os Santos seria 
ato de respeito. Principalmente à Maria, como 
homenagem especial, foi ensinado para que fosse 
demonstrado o maior respeito. Identificamos isso nas 
orações. Nas orações para Deus, ou Santíssima Trindade, 
costumamos terminar com “escutai nossas preces. 
Permita nossas orações”, mas nas orações para todos os 
Santos, inclusive a Maria, terminamos a reza com “rezai 
por nós, ou rogai pelas nossas preces”. Assim, aquele que 
possui a máxima autoridade e a palavra final de todas as 
orações é Deus. Agora, vamos ver a forma correta de ter 
devoção e demonstrar o respeito à Nossa Senhora.

Maria não é Deusa. A imagem do pequeno Jesus nos 
braços da Maria não deve estar sob a manga da Nossa 
Senhora. Na bíblia, a Maria sempre esteve e permaneceu 
atrás de Jesus. Os Reis Magos abriram os seus tesouros e, 
junto com a Maria, entregaram os presentes ao pequeno 
Jesus (Mt 2, 11). A Maria também disse “Façam tudo que 
ele mandar (Jo 2, 5)”, dessa forma ensinou as pessoas para 
obedecerem a palavra do Senhor. A verdadeira devoção 
da Maria era nos apresentar Jesus. Se não mostrarmos o 
caminho ate Jesus Cristo, não estamos respeitando a 
devoção de Maria.

Um dos principais motivos de prestarmos homenagem 
à Maria, é porque ela foi Mãe de Jesus Cristo. Por ela ser 
Mãe de Cristo, acreditamos na Virgem Maria, que foi 
concebida e viveu sem pecado, e ascendeu até os céus. O 
respeito à Nosssa Senhora não é simplesmente por  causa 
dela ter concebido e dado à luz a Jesus. Assim como diz o 
Senhor: “Quem faz a vontade de Deus, este é meu irmão, 
minha irmã e minha mãe (mc 3, 35)”, a Maria foi a mãe que 
fez a vontade de Deus. Depois que o anjo a informou que 
conceberia Jesus, a mãe responde: “Sou serva do Senhor, 
que aconteça comigo conforme a tua palavra (Lc 1, 38)”, 
assim foi obediente. Entretanto, de acordo com o costume 
da época, essa obediência significava que ela estava 
pronta para morrer.                                                (continua)

마리아는 여신이 아닙니다./ Maria não é D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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