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4일 연중 제15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388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26명 입니다. 

♬입당�461�����♬예물준비�210,�512�����♬영성체�159,�160�����♬파견�3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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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8호)

○�주님,�저의�기도가�당신께�다다르게�하소서.�은총의�때이옵니다.�하느님,�당신의�크신�자애로��

제게�응답하소서.�당신은�참된�구원이시옵니다.�주님,�너그러우신�자애로�저에게�응답하소서.����

당신의�크신�자비로�저를�돌아보소서.�◎

○�가련한�저는�고통을�받고�있나이다.�하느님,�저를�도우시어�보호하소서.����������������������������������

하느님�이름을�노래로�찬양하리라.�감사�노래로�그분을�기리리라.�◎

○�가난한�이들아,�보고�즐거워하여라.�하느님�찾는�이들아,�너희�마음에�생기를�돋우어라.�������������

주님은�불쌍한�이의�간청을�들어�주시고,�사로잡힌�당신�백성을�멸시하지�않으신다.�◎

○�하느님은�시온을�구하시고,�유다의�성읍들을�세우신다.�����������������������������������������������������������

그분�종들의�후손이�그�땅을�물려받아,�그분�이름을�사랑하는�이들이�그곳에�살리라.�◎

신명��30,10-14제1독서 콜로��1,15-20제2독서 루카��10,25-37복 음

♣ 환자 봉성체

  일시 : 7월 16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나 병자성사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7월 20일(토) 아침 7시

▶고등부 피정 : 12일(금)~14일(주일)

                 베타니아 피정의 집

▶요셉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교중 미사 후 13호실

▶제대회 : 교중 미사 후 14호실

▶엘리사벳찌회 야유회 : 14일(주일)~15일(월) 

                        (아침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산장 호텔 - Caraguatatuba

▶7공동체 1반 모임 : 15시 이준경(요한)댁

   Rua Dr. Brasi l io Machado 126 apto 21

▶오늘 점심 봉사 : 오늘과 28일은 없습니다.      

  다음 점심 봉사 : 요아킴회

♠1공동체 2반 모임 : 15일(월) 19시

  장소 : 무등산 식당 - 김찬규(사무엘)

         Rua Si lva Pinto,465

♠5공동체 모임

  일시 : 7월 15일(월) 18시 성당 연회장

♠어린이 복사단 도보 성지 순례

  일시 : 7월 19일(금)~20일(토) 아빠레시다

        (출발지 Pindamonhangaba)

♠고등부 교리 교사 M.T

  일시 : 7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Riviera de São Lourenço

♠소공동체장 회의

  일시 : 7월 21일(주일) 9시 11호실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7월 21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7월 21일(주일)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7공동체 2반 모임 : 7월 22일(월) 18시 30분

  홍관면(요셉)댁 R. Cardoso de Almeida 841  

   Salão de Festa - Perdizes 

♠주일학교 교사 피정

  일시 : 7월 27일(토)~28일(주일)

  장소 : São Carlos 피정의 집

  지도 : 유창선(요한)신부님

♠어머니회 도보 성지 순례

  일시 : 7월 27일(토) 아빠레시다

♣ 유아영세 

  일시 : 7월 27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절약하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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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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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8월 10일(토)~11일(주일)

  장소 : São Carlos 피정의 집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강사 : 김민희(바오로)신부-대전레지아 담당

         조재국(요셉) - 대전 레지아 현 단장

         이진우(시몬) - 대전 레지아 전 단장

  문의 : 꾸리아 단장  

         99938-2228 / 97951-1517

   

  

  

  

레지오 마리애 피정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

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

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

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

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

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

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

며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

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

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

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

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

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

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

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

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

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

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

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

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

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

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

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

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

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

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

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

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

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

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 환자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 

선생님께서 정성껏 치료해 주신 덕분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치료비와 약값이 차마 없다는 말은 못

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재빨리 병원 

뒤로 향하는 비상문으로 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이 문으로 빨리 나가시오. 집에서 푹 쉬면서 이 

약을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챙겨가지고 가시고 내

가 보내줬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음날, 병원

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

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병원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자들을 원장이 계속 도우니 병원은 재정이 악

화되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원장

의 제자는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라며 

스승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껄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

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평생을 통해 가난한 환자들

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고(故) 장기려 박사. 소설

가 춘원 이광수가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라고 말했을 

정도로 평생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그는 이런 말

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물레 밖에 남기지 않았던 간

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많아요.” 

 오늘 루가복음에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

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

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

도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곧이 곧대

로 사신 분이 고 장기려 박사님일 것입니다. 나의 실리만

을 챙겨도 살아가기 팍팍한 어려운 이 시기에 자비를 베

풀고자 하는 마음 그득 품고 사는 것도 대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에만 머물러 몸소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힘이 없어져 그 마음마

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품어져

서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

께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이고 실천

적인 사랑의 응답을 드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m paciente bateu a porta de um consultório 
médico. “Doutor, graças à sua dedicação, fui curado 
completamente, mas...” O paciente estava hesitado 
para falar que não tinha dinheiro para pagar pelos 
medicamentos e tratamento.  Então, o médico levou-o, 
rapidamente, à saída de emergência, que dá para o 
fundo do hospital e disse-lhe para ir logo antes que 
alguém o veja. “Saia por esta porta, antes que alguém 
lhe veja. Se descansar bem e tomar este medicamento, 
vai melhorar. Leve e não diga a ninguém que eu o 
deixei ir embora.” No dia seguinte, o hospital entrou 
em confusão, porque o paciente fugiu sem pagar. Em 
seguida, começaram a circular notícias que haveria 
problemas para administrar o hospital. Como o médico 
diretor ajudava os pacientes pobres, a situação 
financeira do hospital estava só piorando, chegando ao 
ponto de ter que fechar as portas. Um aluno deste 
médico, que não estava aguentando, lhe disse, 
criticando: “Doutor, se viver como o senhor, as pessoas 
vão dizer que é bobo.” Então, o médico, rindo alto, 
respondeu: “meu amigo, quem é bobo tem uma vida 
sucedida. Sabe o quanto e difícil viver como bobo!”

É a história do Dr. Chang Kee Ryo, que viveu a vida 
inteira pelos pacientes pobres. O escritor Lee Kwang 
Soo chegou a dizer: “você é Santo ou bobo”, ao médico 
que sempre seguiu a teoria  da vida sem possessão. Ele 
disse: “Ainda tenho muito, comparado com Gandhi, 
que deixou apenas um moinho, ao morrer.” O Dr. 
Chang viveu assim como consta no Evangelho de 
Lucas de hoje: “Na tua opinião, qual dos três foi o 
próximo do homem que caiu nas mãos dos assaltantes? 
Ele respondeu: “Aquele que usou de misericórdia para 
com ele.” Então Jesus lhe disse: “Vai e faze a mesma 
coisa.” 

Estamos num tempo que é difícil ter piedade e 
generosidade de outros, sendo que é difícil pensar até 
em nós mesmos. Mas quem só pensa e não age, até a 
força do amor irá desaparecer dos nossos corações. 
Então, nós precisamos que dentro do nosso coração 
possa brotar a força do amor que o nosso Deus está nos 
encorajando. Assim, possamos dar-Lhe a resposta da 
prática ativa de amor: “Sim, faremos como o Senhor.”

영성의 향기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Quem é bobo, tem uma vida suced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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