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기를 꽉꽉!! 짜서 배출해 주세요! 

  ▶ 재활용 분리 배출을 철저히!

  ▶ 1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세요!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합시다!

2019년 6월 16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6세대 3,399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08명 입니다. 

♬입당�81(1,2)����♬예물준비�219,�221����♬영성체�502,�157����♬파견�81(3,4)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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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제 2-713호)

○�우러러�당신�손가락으로�빚으신�하늘하며,�굳건히�세우신�달과�별들을�바라보나이다.�인간이�

무엇이기에�이토록�기억해�주시나이까?�사람이�무엇이기에�이토록�돌보아�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조금�못하게�만드셨어도,�영광과�존귀의�관을�씌워�주셨나이다.������������������������

당신�손으로�지으신�작품들을�다스리게�하시고,�만물을�그�발아래�두셨나이다.�◎

○�저�모든�양�떼와�소�떼,�들짐승하며,�하늘의�새와�바다의�물고기,�물속�길을�다니는�것들을����

다스리게�하셨나이다.�◎

잠언��8,22-31제1독서 로마��5,1-5제2독서 요한��16,12-15복 음

♣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이번 주간부터 3주간(6월 19일~7월 5일) 미사 

  시간이 임시 변경되오니 주보 1면 미사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일(23일)은 아침 

  7시 미사가 없습니다.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요아킴회 야유회 :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Riacho Grande

▶어린이 복사단 Sé 성당 미사 : 11시 

  성서 후원회 주관으로 추기경님 축복 후 함께 

  미사 봉헌

▶대건회 :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2호실

▶오늘 점심 봉사 : 성모회

  다음 점심 봉사 : 7공동체

♠1공동체 2반 모임 

  일시 : 6월 17일(월) 18시 30분 

  장소 : 심경섭(타대오)댁 

         Rua Newton Prado 368 Apt84

♠성소후원회 모임 

  일시 : 6월 23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꾸리아 월례회 

  일시 : 6월 23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회의실

♠7공동체 모임 

  일시 : 6월 23일(주일) 점심 봉사 후 

  장소 : 성당 연회장

♠성경공부(사도행전) 

  일시 : 6월 25일(화) 13호실

♠대건 유치원 시장 놀이 및 방학식 

  일시 : 6월 26일(수) 대건 운동장

♠은빛대학 종강 미사  

  일시 : 6월 27일(목) 아침 9시

♠대건 한글 학교 방학 : 6월 29일(토)

♠고등부 방학 : 6월 29일(토)

♠주일학교 운동회 및 방학 : 6월 30일(주일)

 장소 : Colégio São Lu ís(9시 미사 후 출발)

  

 

  

     예비신자 교리반(한국어, 포어)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예비신자 봉헌카드에 입교 대상자 명단

  을 작성하시어 봉헌함이나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기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입교 권면 

  

   7월 1일 (월)~5일(금)까지 Arujá에 있는 

  신학교(Casa de Retiros Nossa Senhora 

  Aparecida)에서 남미 한국 가톨릭 선교사 

  모임(AMICAL)이 있습니다. 

  가정에 보관 중인 묵주와 성물을 모임에 

  참석하신 선교사들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성당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주 및 성물을 기증 받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절약하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줍니다. 

Reduzir o lixo também economiza o custo na coleta. 
Limpa o nosso ambiente.

07:00
09:00  
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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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미사

시간
19:00 07:00 07:00

07:00

19:00

주일(16일)

09:00  

10:30

  

   늘 잊지 않고 성소후원회비와 제대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납하신 분은 본당에 비치되어 있는 

  후원회비 봉투를 이용해서 봉헌함이나 사무

  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잠언의 말씀입니다. 8,22-31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

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

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

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

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

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

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

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

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

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

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

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

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

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

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

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

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

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

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

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수 3 : 햇살의 수

수 3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수 3에게 내일이란 너무 긴 시간이다.

수 3이 지닌 영적인 본질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

던 어떠한 것을 창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데 있다. 수 3이 부여받은 재능은 말과 넘치는 열정을 가

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홀로 존재하는 숫자 1은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을 바라봐줄 하나가 더 

생겨나 숫자 2가 된다. 숫자 2는 나와 너, 하늘과 땅, 음

과 양, 흑과 백이다. 숫자 2는 둘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

다. 상대가 있을 때만 내가 존재 할수 있기 때문이다. 숫

자 2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

다. 그런데 하나가 더 등장을 해 숫자 3이 된다. 

 숫자 3은 음과 양을 알아봐주는 '인식'의 수이다. 하

늘과 땅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늘과 땅 사

이에 인간이 나타나 하늘과 땅을 '알아봐 주는 이'가 된

다. 수비학 이론처럼 숫자 3은 '바로 지금을 아는 의식' 

이다. 깨달음은 이것이다. 하늘과 땅, 자연환경, 우주를 

알아채는 그 '의식', 그 의식이 깨달음이다. 즉, '인식'의 

수인 숫자 3의 역할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의식은 숫

자3이다. 숫자 3은 창조의 수이다. 숫자 3은 지금의 수

이다. 숫자 3은 즐거움, 호기심의 수이다. 숫자 3은 보고 

느끼는 감각의 수이고, 숫자 3은 감탄의 수이다.

 하느님에게서 운명의 답을 찾은 13세기 독일 학자이

자 신비주의 대가였던 에크하르트의 말이다 "하느님은 

홀로 존재하는 이 다.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래 진면목으

로 돌아가면 그들은 하느님이 하나의 형태지만 세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은 오직 지식에 국한되며 이것은 이미 알려진 것만 알 뿐

이다. 더 단순하게 말해서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곳에 들

어가지 못한다. 신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에고를 

초월해 ‘알수없음(Anosia)'을 따라 고독한 하느님의 생

각을 따라가게 된다."

Número 3: número de Luz solar.

O tempo do número 3 é agora.

O amanhã para número 3 é um tempo muito longo.

A essência do espírito que o número 3 possui, está 
em criar coisas que nunca existiram, em algo com 
formas detalhadas, através da criatividade. O dom 
concedido ao numero 3, é transmitir mensagens 
carregados de palavras e transbordando paixão.

O número 1 tem existência solitária, e não conhece a 
si mesmo.  Para conhecer a si, outro Um precisa surgir e 
olhe ele, assim nasce o número 2. Número 2 então, é eu 
e você, o céu e a terra, Ying e Yang, preto e branco. O 
número 2 parece que possui duas coisas, mas na 
verdade é uma coisa só, pois só existe quando outro 
está presente. Não há nada de errado com número 2. É 
só algo que permanece do jeito que está. Então aparece 
mais um outro e se torna número 3.

Número 3 é um número de reconhecimento que 
identifica o Ying eYang. Existindo apenas céu e terra 
pode ser que não seja nada, mas um ser humano 
aparece entre o céu e a terra e se torna uma consciência 
que identifica o céu e terra. Como diz a Teoria da 
Numerologia, o número 3 é a “consciência que conhece 
o agora”. Esclarecimento é isso. Céu e a terra, a 
natureza, a “consciência” que reconhece o universo, 
esta consciência é o esclarecimento. Isto é, o papel do 
número da “consciência” que é o número 3, é 
exatamente a imagem dos humanos. Consciência é o 
número 3. Número 3 é o número da criação. Número 3 
é número do agora. Número 3 é número da alegria e 
interesse. Número 3 é número dos sentidos para olhar e 
sentir. Número 3 é o número dos sentimentos.

Essa é a fala do Eckhart, teólogo alemão do século 
XIII, que encontrou a resposta do destino em Deus, e 
conhecido também como mestre do misticismo. “Deus 
é alguém que existe por si só. Quando as criaturas 
retornam à sua forma original, eles ficam sabendo que 
Deus é uma forma única, mas que possui três funções. 
O que o intelecto permite conhecer, é limitado pela 
inteligência, e só sabe o que já é conhecido. Em termos 
mais simples, mesmo com todo conhecimento não 
poderá entrar. Aqueles que buscam a divindade, irão 
além do seu ego e seguirão a “Não conhecimento 
(Anosia)”, seguindo o pensamento do Deus solitário.

영성의 향기 숫자 3의... (O Número 3 ...)


	Página 1
	Página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