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이용린(용준) 미카엘님께서 8월 10일(토)

  향년 6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심화영 카타리나

  자녀 : 이정현 시모나, 이정인 다데오

         이정호 야고보

  

   글라라 영명축일을 축하하며 익명으로 제대꽃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글라라 세례명을 갖고

  계신 모든 분의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소화 꽃꽂이회 알림 

유인철(요셉)1반 R. Sampaio Viana,361 Ap132

우승운(셀리나)2반 R. Dona Alcide Rios de Castro, 80

2019년  8월  11일  연중 제19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4세대 3,39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83명 입니다. 

♬입당�24������♬예물준비�211,�342������♬영성체�161,�164������♬파견�6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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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2호)

○�의인들아,�주님�안에서�환호하여라.�올곧은�이에게는�찬양이�어울린다.�����������������������������������

행복하여라,�주님을�하느님으로�모시는�민족,�그분이�당신�소유로�뽑으신�백성!�◎

○�보라,�주님의�눈은�당신을�경외하는�이들에게,�당신�자애를�바라는�이들에게�머무르신다.�������

죽음에서�그들의�목숨�건지시고,�굶주릴�때�살리려�하심이네.�◎

○�주님은�우리�도움,�우리�방패.�우리�영혼이�주님을�기다리네.�����������������������������������������������������

주님,�저희가�당신께�바라는�그대로,�당신�자애를�저희에게�베푸소서.�◎

지혜��18,6-9제1독서 히브��11,1-2.8-19제2독서 루카��12,32-48복 음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8월 17일(토) 아침 7시

♣ 은빛대학 개학 미사 

  일시 : 8월 29일(목) 9시 대성당

  

▶레지오 마리애 피정 

  일시 : 8월 10일(토)~11일(주일)

  장소 : São Carlos 피정의 집 

▶성모회 : 12시 30분 22호실

▶오늘 점심 봉사 : 자모회    

  다음 점심 봉사 : 성모회 

♠청년회 피정 

  일시: 8월 16일(금)~18일(주일) 실로애

♠3공동체 모임 

  일시 : 8월 17일(토) 15시 30분 13호실 

♠7공동체 3반 모임 

  일시 : 8월 17일(토) 13시 이형순(스테파노)댁

      R. Dr. Gui lherme Cristoffel , 439 Salão

♠소공동체장 모임 

  일시: 8월 18일(주일) 9시 11호실

♠대건회 모임 

  일시: 8월 18일(주일) 10시 10분 극장

♠요아킴회 모임 

  일시: 8월 18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일시: 8월 18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성소후원회 모임 

  일시: 8월 18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제대회 월례회 

  일시 : 8월 18일(주일) 12시 30분 27호실

♠4공동체 모임 

  일시 : 8월 18일(주일) 12시 30분 극장

♠6공동체 반 모임 

  일시 : 8월 18일(주일) 17시

♠주일학교 8, 9학년 피정 

  일시 : 8월 23일(금)~25일(주일)

  장소 : Mary Ward 피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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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세마니 성당 묘지관리비를 미납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18년도 : R$400 / 2019년도 : R$430

 성당 묘지 관리비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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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

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

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

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

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9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

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

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

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

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

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

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

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

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

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2-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

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

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

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

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

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

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

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

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

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

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

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외로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나라고 죄가 되겠는가.

- 아직 젊으니까 신앙생활은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해

도 늦지 않아

- 아주 작은 것이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아도 돼.

-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 이번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주어지는 보상이야.

-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일거야.

- 내일 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

니다. “진정한 진보는 유혹을 통해서 이뤄지고, 유혹을 

당하지 않고는 도무지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

다.”(성 아우구스티노) 따라서 유혹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때로 유익하며 필요한 것이

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게 되거든 곧바로 예수

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히브2,18)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

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

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

력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

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

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에페 6,11-17)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

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에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

다.”(마태26,41)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극복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iste uma armadilha em que Satanás está focado. 
E por incrível que pareça, são coisas pequenas. Mas 
para aqueles que caem nessa tentação, as coisas não 
são pequenas.

- Todos fazem isso, e será pecado porque fui eu 
que fiz? 

- Ainda sou jovem, então não será tarde praticar a 
minha vida religiosa quando for mais velho.

- É algo pequeno, não preciso sentir culpa na 
consciência.

- Está tudo bem, porque ninguém viu.
- É somente desta vez, então está tudo bem.
- É recompensa por todo esforço que fiz durante 

esse tempo.
- Não é nada demais.
- Deve ser uma oportunidade para mim.
- Faço amanhã.

 Durante a nossa vida, é impossível não existir 
tentações. “O verdadeiro progresso se concretiza 
através da tentação, sem ser tentado não há como 
c o n h e c e r  a  s i  m e s m o  p o r  c o m p l e t o ”  ( S ã o 
Agostiniano). Assim, não há motivos para temer a 
tentação. Tentação é algo que ora é benéfico e ora é 
necessário. Por isso no momento em que somos 
tentados, precisamos nos agarrar em Jesus. “Por Ele 
mesmo ter sofrido quando tentado, ele é capaz de 
socorrer aqueles que também estão sendo tentados” 
(Hebreus 2, 18).

Diz o Apóstolo Paulo. “Revesti-vos da armadura 
de Deus, para que possais resistir às ciladas do diabo. 
Pois a nossa luta não é contra o sangue e a carne, mas 
contra os principados, as potestades, os dominadores 
deste mundo tenebroso, os espíritos malignos 
espalhados pelo espaço. Por isso, protegei-vos com a 
armadura de Deus, a fim de que possais resistir no dia 
mau, e assim, empregando todos os meios, continueis 
firmes. Ficai, pois, de prontidão, tendo a verdade 
como cinturão, a justiça como couraça (…) ponde o 
capacete da salvação e empunhai a espada do 
Espírito, que é a palavra de Deus.”. (Ef 6, 11-17)

Assim diz Jesus: “Vigiai e orai, para não cairdes 
em tentação; pois o espírito está pronto, mas a carne é 
fraca.” (Mt 26, 41). Nossa vida deve superar as 
tentações com a palavra de Deus.

영성의 향기

사탄의 속삭임 / Sussurro do Di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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