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4일 사순 제3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401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09명 입니다.

♬입당�127�����♬예물준비�212,�342�����♬영성체�197,�168�����♬파견�124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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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부활 판공 성사 일정 안내

♣평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3월 27일(수)과 28일(목)은 아침미사가 없고 

  저녁 7시 미사만 있습니다. 

  주보 1면 미사 시간을참조해 주십시오.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사순절에 보속과 희생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2차 : 사순 제4주일(3월 31일)

▶자모회 :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2공동체 모임 : 12시 30분 14호실

▶오늘 점심 봉사 : 재속 프란치스코회

  다음 점심 봉사 : 4공동체

♠거룩한 독서반 1기 기도 모임 

  일시 : 3월 25일(월) 18시 3층 대회의실

♠성경 강좌 안내

   과목 : 사도행전 - 이 마리노아 수녀님 강의

  일시 : 3월 26일(화) 오전반 - 10시

                      오후반 -19시 40분

♠어머니회 피정

   일시 : 3월 30일(토) Flos Carmel i 피정의 집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31일(주일) 12시 30분 대성당 

♠제대회 피정 

  일시 : 4월 5일(금)~6일(토)

  장소 : Flos Carmel i 피정의 집

  주제 :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단체장 확대회의 

  일시 : 4월 7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성당의 모든 단체장과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답송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 성시간 및 성체 강복

   일시 : 4월 4일(목) 저녁 7시 미사 후 대성당

♣ 성모 신심 미사

   일시 : 4월 6일(토) 아침 7시

 

(제 2-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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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펼치시고,�억눌린�이�모두에게�공정을�베푸시네.������������������������

당신의�길을�모세에게,�당신의�업적을�이스라엘�자손에게�알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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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땅�위에�드높은�것처럼,�당신을�경외하는�이에게�자애가�넘치시네.�◎

탈출  3,1-8ㄱㄷ.13-15제1독서 1코린  10,1-6.10-12제2독서 루카  13,1-9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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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4월 6일(토) 20시 성당 연회장

     주제 : “Eis ai Tua Mãe”João 19,20  

     주관 : EPA(Encontro Para Adorar)

           (10대부터 50대로 구성된 포어 찬양팀) 

     

     

     

     

                  

  

  

  

  

 ‘찬양의 밤’

주임신부님Vitoria

Belo Horizonte 프란치스수녀님3월 27일~3월 28일

3월 26일~3월 27일

일 자

3월 29일

4월 05일

4월 12일

4월 19일

주 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간

사순 제5주간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봉사

교육분과

청소년분과

소공동체

전례분과

  

   일시 : 5월 31일(금)~6월 2일(주일)

  장소 : Flos Carmeli 피정의 집

  대상 : 배우자와 더 나은 혼인생활을 원하는 

         결혼한지 3년 이상 된 부부

  회비 : 부부당 R$700(2박 3일 숙박비 포함)

  

14차 M.E 주말 신청 

     성당 묘지(겟세마니 공원묘지) 관리비를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 R$430,00

 성당 묘지 관리비 납부 요청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1-8ㄱㄷ.13-15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

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

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

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

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

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

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

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

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

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

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

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

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

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

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

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

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

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

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

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

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성의 향기

어느 날 부정의 악마는 수녀원장 사라를 격렬히 공격

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세속적인 허영들이 생각나도

록 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외경과 금욕에 대한 자

신의 결심에 몰두했던 만큼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테라

스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부정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나를 이겼

다, 사라!” 그러자 그녀는 “아니다, 너를 이긴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하

였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중에서...

- 우리는 때로 유혹에게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

다. 힘겨운 노력을 통해 어떤 유혹을 이겨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다시 한 번 교만에 빠지는 유혹의 순

간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조차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노력마저 봉헌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 질 수 있

을 것입니다.

 Um dia o demônio da iniquidade 
atacou com veemência a madre superiora 
Sara. E assim fez surgir pensamentos fúteis 
mundanos nela. Mas tendo em vista o temor e 
respeito a Deus e a sua decisão pelo ascetismo, 
ela começou a subir ao terraço para rezar. E 
então surgiu o demônio da iniquidade e disse 
a ela “Você me venceu Sara!” E ela lhe 
respondeu “Não, quem lhe venceu não fui eu e 
sim o meu senhor Cristo”
 Fragmento do livro A sabedoria dos 
padres do deserto

 P o r  v e z e s ,  e x p e r i m e n t a m o s  a  
experiência da vitória sobre a tentação. 
Quando com muito esforço vencemos uma 
tentação, este é talvez um outro momento em 
que podemos cair na tentação da vaidade. 
Sabendo que sem a ajuda de Deus é impossível 
vencer a tentação e assim consagrando a Deus 
este nosso esforço pessoal é que é possível nos 
tornarmos verdadeiramente humildes.

사막 교부들의 금언(金言)
Apophthegmata(Apotegma)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6.10-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

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

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

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

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

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9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

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

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

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

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

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

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

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

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

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

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

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

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

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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