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이영식 아오스딩님께서 6월 22일(토)

  향년 4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박걸채 호벨또님께서 6월 24일(월)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하복원 네우자

  자녀 : 박병우 디비노, 박희순 데레사,

        박병완 히까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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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6세대 3,399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13명 입니다. 

♬입당�291(1,2)��♬예물준비�215,217��♬영성체�165,161��♬파견�2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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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5호)

○�나�언제나�주님을�찬미하리니,�내�입에�늘�찬양이�있으리라.�������������������������������������������������

내�영혼�주님을�자랑하리니,�가난한�이는�듣고�기뻐하여라.�◎

○�나와�함께�주님을�칭송하여라.�우리�모두�그�이름�높이�기리자.��������������������������������������������

주님을�찾았더니�응답하시고,�온갖�두려움에서�나를�구하셨네.�◎

○�주님을�바라보아라.�기쁨이�넘치고,�너희�얼굴에는�부끄러움이�없으리라.���������������������������

가련한�이�부르짖자�주님이�들으시어,�그�모든�곤경에서�구원해�주셨네.�◎

○�주님을�경외하는�이들�그�둘레에,�그분의�천사가�진을�치고�구출해�주네.�����������������������������

주님이�얼마나�좋으신지�너희는�맛보고�깨달아라.�행복하여라,�그분께�몸을�숨기는�사람!�◎

사도��12,1-11제1독서 2티모��4,6-8.17-18제2독서 마태��16,13-19복 음

♣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조성광 바오로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

  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

  도 부탁드립니다.

♣ 교황을 위한 특별헌금 : 6월 30일(주일) 오늘

  상 파울로 대교구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인 교황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

  별헌금을 합니다.(Coleta Óbolo São Pedro)

♣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7월 5일(금)까지 미사 시간이 임시 변경되오니 

  주보 1면 미사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수)~5일(금)까지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운동회 및 방학 

 일시 : 6월 30일(주일)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Colégio São Lu ís

▶6공동체 모임 : 17시 본당 3층 대건관

▶오늘 점심 봉사 : 하늘의 문 꾸리아

  다음 점심 봉사 : 7월 7일과 14일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신망애 장학회 의료봉사 

  일시 : 7월 7일(주일) 7시 30분~10시 20분

  진료 : 혈당 및 혈압측정, 척추교정 및 물리치료

♠ACC 새신자 모임 : 7월 7일(주일) 9시 13호실

♠안나회 모임 

  일시 : 7월 7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9공동체 반 모임 : 7월 8일(월) 18시 30분

♣ AMICAL 모임 안내 

  라틴 아메리카 한국 가톨릭 선교사회(AMICAL)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1일(월)~5일(금)

  장소 : Casa de Retiros Nossa Senhora 

         Aparecida - Arujá

♣ 성모 신심 미사 : 7월 6일(토) 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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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
09:00  
10:30

07:00

주일(07일)월(01일) 화(02일) 수(03일) 목(04일) 금(05일) 토(06일)요일

19:00
미사

시간
07:00 07:00 07:00

07:00

19:00

주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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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세실리아)

오순영(빠울리나)

성상우(요셉)

2,3반

1반

R. Afonso Pena, 289 Salão

R. Bandeirantes, 168  Ap91

  

   기간 : 7월 8일(월)~7월 19일(금) 

         14시~15시(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강좌 : 사물놀이와 난타 배우기

  대상 : 8세 이상 남녀 학생

  장소 : 성당 극장

  신청 : 7월 6일(토)까지samulbr@gmail.com

             99593-6304 / 99389-4449

  

  

  

          

  

  

  

2019 한국 교육원 방학 특강 

mailto:samulbr@gmail.com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2,1-11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

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

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

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

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

씩 짠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

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

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

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

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

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

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

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

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

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안

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

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

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

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

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 도 바 오 로 의 티 모 테 오 2 서 말 씀 입 니 다 . 4 , 6 -

8.17-18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

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

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

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

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

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

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

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

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

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

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

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

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

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

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

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

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문화 산책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콩쥐라는 아이가 살

았어요 . 콩쥐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마음씨가 

고약한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미워했어요. 새어머

니는 늘 콩쥐에게만 힘든 일을 시켰어요. 하루는 새어

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불러 말했어요. 

“콩쥐야, 팥쥐야, 호미를 줄 테니, 밭을 일구어 보거

라.” 하면서 팥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어 모래밭으로 보

내고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어 자갈밭으로 보냈어

요. 콩쥐는 낡은 나무 호미로 딱딱한 자갈밭을 일구었

어요. 그러다가 그만 콩쥐의 나무 호미가 돌부리에 걸

려 뚝 부러지는 게 아니어요? 

“흑흑 , 이를 어쩌지? 어머니한테 혼이 날 텐데 .”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음매~! 검은 소가 나타

나 말했어요. 

“착한 콩쥐야 , 울지마 . 내가 도와줄게 .” 검은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다 갈고는 사라졌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야, 넌 항아리에 물도 채우고, 벼도 찧고, 베도 

다 짜 놓고 오너라.” 새어머니가 팥쥐와 함께 비단옷을 

꺼내 입고 나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

을 길어다 부어도 항아리는 채어지지 않았어요. 항아

리에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콩쥐의 눈에선 왈칵 눈물

이 쏟아졌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엉금엉

금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마. 내가 도와줄게.” 두꺼비가 

넓적한 등으로 구멍을 막아 준 덕분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두꺼비야, 고마워.” 하지만 새어머니가 시킨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벼도 찧어야 했지요. 산더미처

럼 쌓인 벼는 찧고 또 찧어도 끝이 없었어요. 콩쥐의 눈

에선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

디선가 파닥파닥 참새들이 나타나 말했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콩쥐 대신 벼를 찧어주었지요. 

“참새들아, 고마워.” 마지막으로 이제 베만 짜면 콩

쥐는 잔칫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를 짜고 또 짜

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콩쥐의 눈에선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녀가 향긋한 바람을 타고 나타났어요. “착한 콩쥐야, 

울지 말으렴. 내가 도와줄 테니.” 선녀는 빠른 솜씨로 

베를 짰지요. 그리고 비단옷과 비단신, 꽃댕기를 주며 

말했어요. “자, 이걸 입고 너도 잔칫집에 가거라.”

“선녀님, 고맙습니다.” 콩쥐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콩쥐는 꽃향기를 맡으며 사뿐사뿐 징

검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다 그만 비단신 한 짝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마침, 뒤에 오던 원님이 물에 떠내

려오는 콩쥐의 비단신 한 짝을 주웠어요. 원님은 신발

을 들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잔칫집으로 갔어요. 

“이 비단신 한 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와 보시오 . 

원님께서 꽃신 주인을 아내로 맞을거요.” 팥쥐가 앞으

로 나섰지만 발이 커서 발꿈치가 튀어 나왔어요. 다른 

아가씨도 신어 보았지만 발이 넓적해서 발가락이 삐져 

나왔지요. 그때, 원님이 콩쥐를 보았어요. 

“아가씨도 어서 이 꽃신을 신어 보오.” 원님의 말에, 

콩쥐도 앞으로 나갔어요. 신발은 콩쥐의 발에 꼭 들어

맞았어요. 

“아이고, 억울해라! 콩쥐가 원님의 아내가 되다니!” 

새어머니와 팥쥐는 배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어

요. 그 뒤, 콩쥐와 원님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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