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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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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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7일 사순 제2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01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42명 입니다.

♬입당�72�����♬예물준비�513,�340�����♬영성체�153,�160�����♬파견�12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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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사순절에 보속과 희생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1차 : 사순 제2주일(3월 17일) 오늘

  2차 : 사순 제4주일(3월 31일)

♣공소 부활 판공 성사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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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회 캠프 : 15일(금)~17일(주일) 

  장소 : Praia da Boracéia , São Sebast ião

▶예비신자 성지 순례 :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Santuár io de Schoenstatt - Atibaia

▶성모회 성지순례 : 매듭푸는 성모님 성당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요아킴회 성지순례 :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Santuár io de Schoenstatt - Atibaia

▶대건회 피정 :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Casa de Paul ina 

▶성소후원회 : 12시 20분 14호실

▶신망애 장학회 이사회 : 12시 30분 11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2호실

▶향심기도회 : 12시 30분 13호실

▶5공동체 모임 :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오늘 점심 봉사 : 요셉회

  다음 점심 봉사 : 재속 프란치스코회

♠7공동체 1반 모임

   일시 : 3월 18일(월) 19시 이준경(요한)댁

        R. Dr. Brasi l io Machado, 126 Apt21

♠꾸리아 월례회

   일시 : 3월 24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거룩한 독서반 1기 기도 모임 

  일시 : 3월 25일(월) 18시 3층 대회의실

♠어머니회 피정

   일시 : 3월 30일(토) Flos Carmel i 피정의 집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31일(주일) 12시 30분 대성당 

♠제대회 피정 : 4월 5일(금)~6일(토)

  장소 : Flos Carmel i 피정의 집

  주제 :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화답송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제 2-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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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나의�빛,�나의�구원.�나�누구를�두려워하랴?�

����주님은�내�생명의�요새.�나�누구를�무서워하랴?�◎

○�주님,�부르짖는�제�소리�들어�주소서.�자비를�베푸시어�응답하소서.�“내�얼굴을�

����찾아라.”�하신�주님,�당신을�생각하나이다.�제가�당신�얼굴을�찾고�있나이다.�◎

○�당신�얼굴�제게서�감추지�마시고,�분노하며�당신�종을�물리치지�마소서.�당신은�

����저를�돕는�분이시옵니다.�제�구원의�하느님,�저를�내쫓지�마소서,�버리지�마소서.�◎

○�저는�산�이들의�땅에서�주님의�어지심을�보리라�믿나이다.�주님께�바라라.�

����힘내어�마음을�굳게�가져라.�주님께�바라라.�◎

창세  15,5-12. 17-18 제1독서 필리  3,17-4,1제2독서 루카  9,28ㄴ-36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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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4월 6일(토) 20시 성당 연회장

     ♠주제 : Maria 

     ♠주관 : EPA(Encontro Para Adorar)

              (10대부터 50대로 구성된 포어 찬양팀) 

     

     

     

     

                  

  

  

  

  

 ‘찬양의 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5,5-12.17-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

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

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

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

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

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

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8ㄴ-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

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

다.”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

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

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

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성모님이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2,5) 하시며 다른 사

람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 운 데 , 많 은 사 람 의 마 음 속 생 각 이 드 러 날 것 입 니

다 .”(루카2,35)라고 전한 예언처럼, 성모님은 예수

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함으

로써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에 동행하셨습

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사도1,14)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하느님

의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 주셨고, 모든 그리

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

셨기에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으로써 그 은총을 죽는 

날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공경이 하

느님에 대한 흠숭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보

기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

시는”(루카1,52) 하느님의 자비가 성모님에게서 드

러났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신앙인이 믿음을 통해 하

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성모님의 삶에서 보아야 합니

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성모 공경을 권장하는 것

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사랑, 법에 대한 성실한 준수, 겸손,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는 인내, 기도의 자세 등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없는 성모공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

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삶을 본

받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반영억 신부의 '신을 벗어라' 발췌

Além da Maria ter obedecido a palavra, ainda diz 

“Façam tudo que ele ordenar (Jo 2, 5)”, ensinando 

então, outras pessoas obedecerem o Jesus. Isso 

porque ela entregou todo seu coração a Jesus, deu a 

vida e o amou com toda força. Conforme a profecia: 

“Enquanto uma espada atravessar a sua alma, o 

pensamento de muitos corações será revelado (Lc 

2, 35)”, a Maria ficou junto de Jesus até a sua 

crucificação e morte, a Maria ainda carregou sua 

cruz e o acompanhou pelo caminho do sofrimento. 

E após a ascenção de Jesus, se juntou aos apóstolos 

e “reuniam sempre em oração (At 1, 14)”.

 A Maria mostrou como pôr em prática o 

amor de Deus , mostrou uma como v iver 

obedecendo a Palavra, e andou pelo caminho da 

cruz que todo Cristão deverá trilhar. Acima de 

tudo, acreditou que a vontade de Deus se 

realizaria, e então ficou cheia de graça, e protegeu 

essa graça até o dia da sua morte. Dessa forma 

entendemos que o respeito e homenagem à Ave 

Maria em vez de atrapalhar, ajuda na adoração a 

Deus. Pois ela é o exemplo e a esperança. A 

misericórdia de Deus que “exalta os humildes (Lc 

1, 52)” foi revelada pela Maria. A explicação para 

um fiel comum que avança com fé em Deus, só é 

preciso observar a vida da Nossa Senhora. Por isso 

que a Igreja recomenda que demonstremos 

respeito e homenagem à Maria.

 Indo mais adiante, a obediência da palavra 

de Deus, o amor em Jesus Cristo, conformidade fiel 

com a Lei, humildade, a paciência para suportar o 

sofrimento, a postura de oração e muito mais, não 

tem como existir atos que demonstre respeito à 

Nossa Senhora, sem imitar a sua vida. Espero que 

não esqueçamos que, honrar a Maria, é acima de 

tudo, imitar e viver a vida da Nossa Senhora.

- Trechos da obra “Tire o calçado” - Padre Ban 

Young-Ok

마리아는 여신이 아닙니다./ Maria não é D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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