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15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 15시) 

  내용 : 먹거리 및 민속 놀이

  ▶ 행운권 추첨 및 소공동체 대항 놀이

    

   

  

한가위 행사 안내 

♠9공동체 모임

  일시 : 9월 9일(월) 18시 30분 성당 연회장

♠성경공부 역사서

  일시 : 9월 10일(화) 저녁 미사 후 13호실

♠청소년분과 회의

  일시 : 9월 14일(토) 18시 11호실

2019년  9월  1일  연중 제22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39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47명 입니다. 

♬입당�2�����♬예물준비�219,�221�����♬영성체�164,�500�����♬파견�286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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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5호)

○�의인들은�기뻐하며�춤을�추리라.�하느님�앞에서�기뻐하며�즐거워하리라.�너희는�하느님께�

노래하여라.�그�이름을�찬송하여라.�그�이름�주님이시다.�◎

○�고아들의�아버지,�과부들의�보호자,�하느님은�거룩한�거처에�계시네.�하느님은�외로운�이들

에게�집을�마련해�주시고,�사로잡힌�이들을�행복으로�이끄시네.�◎

○�하느님,�당신은�넉넉한�비를�뿌리시어,�메말랐던�상속의�땅을�일구셨나이다.�당신�백성이��

그곳에�살고�있나이다.�하느님,�당신은�가련한�이를�위하여,�은혜로이�마련하셨나이다.�◎

집회��3,17-18.20.28-29제1독서 히브��12,18-19.22-24ㄱ제2독서

루카��14,1.7-14복 음

♣ 환자봉성체 : 9월 3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체 강복 및 성시간 

  일시 : 9월 5일(목) 저녁 미사 후

♣ 성모 신심 미사 : 9월 7일(토) 아침 7시 미사

♣ 제18차 성체 대회를 위한 특별헌금 

  일시 : 9월 8일(주일)

  브라질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내년 11월 12일

  에 올린다와 헤시피에서 개최되는 성체 대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봉헌

   일시 : 9월 15일(주일) 10시 30분 교중 미사

  9월 13일(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

  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부모,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일에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위령미사 예물봉투를 9월 10일

  (화)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십시오.

▶15세  신앙 교육 대상 가족 피정 

  일시 : 8시 출발 - Flos Carmel i 피정의 집

▶신망애 장학회 의료봉사 

  진료 : 혈당 및 혈압측정, 척추교정 및 물리치료

▶ACC 새신자 모임 : 9시 13호실

▶첫 영성체 부모 모임 : 10시 30분 13호실

▶단체장 확대 회의 : 12시 30분 극장

  본당에 소속된 모든 단체장과 임원들께서는 

  의무적으로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1공동체 모임 : 17시 30분 성당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M.E    

  다음 점심 봉사 :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안나회 야유회

  일시 : 9월 7일(토) Águas de São Pedro

♠요셉회 월례회

  일시 : 9월 8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9월 8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월례회

  일시 : 9월 8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성모회 월례회

  일시 : 9월 8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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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에 비치된 봉헌카드에 입교 대상

  자 명단을 작성하시어 봉헌함이나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공부를 원하

  시는 분이나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개강 예정일 : 10월 6일(주일) 9시 

        

  

예비신자 교리반 입교 권면 

  

   자료 : 2018년도 재정 자료 및 기타 자료 

  기간 : 9월 29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

  대상 : 본당의 모든 단체

    

   

  

감사 자료 제출  

     

     ♠일시 : 9월 14일(토) 20시 성당 연회장

     ♠주제 : Falar com Deus 

     ♠주관 : EPA(Encontro Para Adorar)

              (10대부터 50대로 구성된 포어 찬양팀) 

     

     

     

     

                  

  

  

  

  

 ‘찬양의 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얘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

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네가 높아질수

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현

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

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ㄱ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

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

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

온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

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

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

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

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

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

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

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

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

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

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

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

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

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

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

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Leitura da Bíblia: Lc 14, 25 - 33 (23° Domingo 
do Tempo Comum)

♣ Versículo da Bíblia: “Quem não carrega sua 
cruz e não caminha após mim, não pode ser meu 
discípulo.” (Lc, 14, 27)

으로 여러 번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

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십계

명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데 왜 이와 반대되

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 입

학을 준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살던 집을 떠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도 사랑하

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주인이신 하느님께 자식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제 하느님 뜻 안에서 함께 살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

느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내

어놓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혜롭게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제자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고 반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들

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얻은 영광을 통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

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영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눔1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가 될 수 없다.”(26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

미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2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

의 소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No Evangelho de Lucas, várias vezes é 
mencionado que temos que abandonar nossos 
bens para ser o discípulo de Jesus. O Evangelho 
de hoje também diz que quem não abandona 
seus bens não pode ser o discípulo de Jesus. 
Então, o que estaria incluso nessa possessão? 
Geralmente, lembramos dos nossos pais, mães, 
esposos e esposas, filhos, irmãos e outros 
familiares em primeiro lugar. Porém, Jesus diz 
que devemos aborrecê-los. Mas, se nos 10 
mandamentos, Jesus diz que devemos honrar os 
pais, por que no Evangelho diz o contrário?

Contemplando o Evangelho, lembro-me da 
época que estava me preparando para ingressar 
no seminário e virar padre. Ser padre significa 
despedir-se do lar. Os pais também devem-se 
despedir do filho amado. Porém, não é despedir-
se para sempre, mas sim devolver o filho ao Pai 
primitivo para que possa viver com Ele, dentro 
das Suas palavras.

Sendo assim, devemos enxergar o Evangelho 
de hoje, desta forma. Jesus nos ensina que, para 
ser um discípulo que O segue, devemos 
primeiramente servir a Deus. Devemos honrar 
nossos pais, saber doar aos próximos e carregar a 
cruz que nos pertence, confiando nas palavras de 
Deus. Os discípulos que abandonaram tudo e 
seguiram Jesus tiveram uma vida pobre, foram 
perseguidos pelos opositores até que morreram 
como mártires. Porém, ninguém diz que a vida 
deles foram em vão. Eles, por terem abandonado 
tudo que lhes pertencia, tiveram a Glória e com 
isso puderam participar do grande mistério de 
Deus.

Nós também devemos seguir este caminho. Se 
deixarmos tudo para seguir Deus, com certeza 
Ele nos recompensará com uma Glória Maior. 

Partilha 1: Vamos pensar a intenção de Jesus, 
quando diz: “Se alguém vem a mim, mas não me 
prefere a seu pai e sua mãe, sua mulher e seus filhos, 
seus irmãos e suas irmãs, e até à sua própria vida, não 
pode ser meu discípulo.” (Lc 14,26)

Partilha 2: Vamos pensar o que eu tenho que 
deixar ou abandonar para poder ser o discípulo de 
Jesus.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 성경본문 : 루카 14,25-33 (연중 제23주일)

♣ 성경구절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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