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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헤찌로아클리마썽 브라스

롯데식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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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준비물 : 레지오 수첩, 매일 미사책, 묵주, 

             필기도구(볼펜), 세면도구, 개인 상비약, 

             주일 미사 봉헌금 / 미사예물 

   

  

  

  

레지오 마리애 피정 

2019년  8월  4일 연중 제18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388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765명 입니다. 

♬입당�21�����♬예물준비�513,�217�����♬영성체�172,�163�����♬파견�63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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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1호)

○�인간을�먼지로�돌아가게�하시며�당신은�말씀하시나이다.�“사람들아,�돌아가라.”���������������������

천�년도�당신�눈에는�지나간�어제�같고,�한�토막�밤과도�같사옵니다.�◎

○�당신이�그들을�쓸어�내시니,�그들은�아침에�든�선잠�같고,�사라져�가는�풀과�같사옵니다.���������

아침에�돋아나�푸르렀다가,�저녁에�시들어�말라�버리나이다.�◎

○�저희�날수를�헤아리도록�가르치소서.�저희�마음이�슬기를�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주님,�언제까지리이까?�당신�종들에게�자비를�베푸소서.�◎

○�아침에�당신�자애로�저희를�채워�주소서.�저희는�날마다�기뻐하고�즐거워하리이다.������������������

주�하느님의�어지심을�저희�위에�내리소서.�저희�손이�하는�일에�힘을�주소서.��������������������������

저희�손이�하는�일에�힘을�실어�주소서.�◎

코헬��1,2;�2,21-23제1독서 콜로��3,1-5.9-11제2독서 루카��12,13-21복 음

♣ 환자봉성체 : 8월 6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망애 장학회 의료봉사 

  일시 : 7시 30분~10시 20분

  진료 : 혈당 및 혈압측정, 척추교정 및 물리치료

▶주일학교 개학 : 9시 미사 후 학년별 교실

▶ACC 새신자 모임 : 9시 13호실

▶자모회 :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안나회 : 12시 30분 13호실

▶단체장 확대 회의 : 12시 30분 극장

  본당에 소속된 모든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참석

  하셔야 합니다.

▶5공동체 모임 : 점심 봉사 후 성당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5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자모회 

♠1공동체 모임 

  일시: 8월 5일(월) 18시 30분 성당 연회장

♠9공동체 반 모임 : 8월 5일(월) 18시 30분

♠15세 성년 대상자 아빠와 추억 만들기 

  일시 : 8월 10일(토) 

♠성모회 모임 

  일시: 8월 11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청년회 피정 

  일시: 8월 16일(금)~18일(주일) 실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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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행 시간표 : 8월 10일(토)

   

   - 7시 미사 후 연회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20분 피정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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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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8월 8일(목) 저녁 미사 후

    강사 : 김민희(바오로)신부

           대전 평화의 모후 레지아 담당 사제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전신자 대상 특강 

고미란(줄리아나)

최명실(요안나)
1,2반 R. Afonso Pena, 289 Salão

우창근(미카엘)3반 R. Correia de Melo,216 A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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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tura da Bíblia: Lc 12, 32 - 48 (19° Domingo 
do Tempo Comum)

♣ Versículo da Bíblia: “Pois onde estiver o vosso 
tesouro, aí estará também o vosso coração.” (Lc, 
12, 34)

에 휩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지만, 도대

체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보니 불안이라는 감정을 잊기 

위해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현실의 삶 속에서 

순간적이며 세속적인 기쁨들만을 추구하며 자기 멋대

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

씀은 결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도

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작은 

양 떼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

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

십니다. 누구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서 맛보게 될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습

니다. 비록 우리는 당신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

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충실히 준비하

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잘 관리

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껏 깨닫지 못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집 잘보고 있

어. 금방 올께.”라고 말씀하시며 시장에 가시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꼭 돌아오실 것임을 알고 있

는 아이는 엄마가 돌아와서 보았을 때 기뻐하실 일들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서 맡기신 많은 것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

들을 위해 써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충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종

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충실한 종’의 

모습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

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의 모습 중에 누구와 

더 닮아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눔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

이 다가왔습니까?

나눔2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Quando pensamos a respeito das palavras de 
Jesus sobre o Seu último dia, muitas vezes, nós 
sentimos medo e insegurança inexplicáveis. 
Apesar de estarmos fiéis, tendo a certeza que Ele 
voltará, temos uma certa insegurança, pois não 
sabemos quando nem como isso acontecerá. 
Então, para tentarmos esquecer essa insegurança, 
perseguimos apenas a felicidade momentânea e 
secular, vivendo conforme a nossa vontade, 
como se o fim não fosse chegar. Porém, as 
palavras de Jesus sobre o fim do mundo, não são 
para nos assustar ou para ficarmos com medo. 

 Na primeira parte da Liturgia de hoje, Jesus 
disse: “Não temais, ó pequeno rebanho, porque a 
vosso Pai agradou dar-vos o reino.” Jesus deseja, 
mais que ninguém, que nós possamos usufruir 
toda felicidade no Reino Dele. E, sem dúvida, 
deixou esse Reino pronto para nós. Apesar de 
não sabermos quando será esse fim, que somente 
Ele sabe, se nos prepararmos bem e se cuidarmos 
bem de tudo que Ele nos deu, com certeza 
poderemos usufruir a felicidade, que nunca 
havíamos experimentado. Sendo assim, devemos 
esperar o momento, assim como um filho espera 
a mãe que vai ao mercado, dizendo: “Fique bem. 
Logo estarei de volta.” Então ele, mesmo não 
sabendo a hora certa que a mãe voltará, estará 
fazendo as coisas de tal forma que poderá deixá-
la feliz, assim que ela voltar para casa. Então, 
nós, filhos de Jesus, devemos aproveitar de tudo 
que Ele nos deu, da forma que Ele possa ficar 
feliz. Isto é o foco principal da Parábola do servo 
fiel, que exerce as funções que lhe pertence, 
mesmo não sabendo quando o seu senhor estaria 
de volta.

 Então, cada um de nós devemos pensar a 
quem dos dois nos parecemos mais: 'o servo fiel' 
ou 'o servo infiel, que não esteve preparado, 
mesmo sabendo as intenções do seu senhor'.

Partilha 1: Qual a palavra que mais lhe tocou? 
Por quê?

Partilha 2: Vamos pensar e compartilhar o que 
você faz, no seu dia a dia, para receber o Senhor.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2; 2,21-23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

쓰고서는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그렇

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

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

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5.9-11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

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

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

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

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인도 유다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

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3-21

   그때에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

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

십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

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

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

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

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

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

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

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

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

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 성경본문 : 루카 12, 32-48 (연중 제19주일)

♣ 성경구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 34)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

리는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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