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15일(주일) 오늘 교중 미사 후

  내용 : 먹거리 및 민속 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대회, 딱지치기)

  ▶ 행사 중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행사 후 봉헤찌로 버스 운행합니다.

    

   

  

한가위 행사 안내 

2019년  9월  15일  한가위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39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56명 입니다. 

♬입당�57����♬예물준비�217,�218�����♬영성체�164,�166�����♬파견�77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4                                         ◈ 보좌신부 : 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 분원장수녀 : 황 프란치스  2128-0427~8(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 복지위원회 : 99679-9403  

화답송

(제 2-727호)

○�하느님은�자비를�베푸시고�저희에게�복을�내리소서.�당신�얼굴을�저희에게�비추소서.���������������������

하느님,�민족들이�당신을�찬송하게�하소서.�◎

○�겨레들이�기뻐하고�환호하리이다.�하느님,�민족들이�당신을�찬송하게�하소서.����������������������������

모든�민족들이�당신을�찬송하게�하소서.�◎

○�온갖�열매�땅에서�거두었으니,�하느님,�우리�하느님이�복을�내리셨네.������������������������������������������

하느님은�우리에게�복을�내리시리라.�세상�끝�모든�곳이�그분을�경외하리라.�◎

요엘��2,22-24.26ㄱㄴㄷ제1독서 묵시��14,13-16제2독서 루카��12,15-21복 음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봉헌

   일시 : 9월 15일(주일) 오늘 교중 미사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부모,형제

  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드립니다. 

♣ 평일 미사 시간 및 장소 임시 변경 안내

   대성당 전등 교체 작업으로 16일(월)~20일(금) 

  까지의 미사는 소성당에서 있으며, 18일(수)과 

  19일(목)은 아침 미사가 없고 20일(금)은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다음 점심 봉사 : 안나회

♠성경공부 요한복음 : 9월 17일(화) 13호실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9월 21일(토) 7시

♠15세 신앙 교육 대상자 감사 미사

  일시 : 9월 21일(토) 19시 미사

♠안나회 음식 바자회 : 9월 22일(주일) 오전

♠소공동체장 회의 : 9월 22일(주일) 9시 13호실

♠성소후원회 : 9월 22일(주일) 12시 30분

♠7공동체 : 9월 22일(주일) 12시 10분 대성당

07:00
09:00  
10:30

07:00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미사

시간

07:00

19:00

주일

19:00 19:0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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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갖  열 매 땅  에  서    거  두 었  으  니       하 느  님       우  리    하 느  님  이       복  을  내 리  셨  네

 

  

   자료 : 2018년도 재정 자료 및 기타 자료 

  기간 : 9월 29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

  대상 : 본당의 모든 단체

    

   

  

감사 자료 제출  

  

   홍보팀에서 성가 연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멋지게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는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spdegunrp@gmail .com

                (공동체명, 날짜, 장소, 연락처)

  지원 기간 : 9월 22일(주일)까지

  

    

   

  

성가 경연대회 영상 제작 지원 

산행 및 골프 대회 알림   

    교우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해 전 교우 대상 

   산행과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변의 쉬는 교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 9월 28일(토) 8시 30분 성당 출발

    장소 : Cantareira Núcleo Engordador 

    회비 : 1인당 R$50(중식 및 음료수 포함)

    주관 : M.E 부부 모임

    신청 : 회비와 함께 성당 사무실

  ▶골프대회 : 10월 26일(토)

              장소 및 신청은 차후 게재합니다.

  

    

   

  

     

         친교와 화합을 위한

                ‘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 

        일시 : 10월 6일(주일) 13시 대성당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이원익 레오님께서 9월 7일(토)

  향년 79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일시 : 9월 26일(목) 저녁 미사 후 

  강사 : 이명상 아오스딩 신부님

    

   

  

특강 및 안수  

  

   원할한 주차 관리와 외부 차량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차카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교체하고자 하오니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성당에 비치된 ‘자동차 등록 카드’를 작성

  하시고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새로 발급한 주차카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성당 주차 카드 교체 안내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ㄱㄴㄷ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

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

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

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타작

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확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

이 넘쳐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  

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

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

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

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

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

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

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

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

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

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

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

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거기

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

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

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

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알았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

습니다. 어느 날 아이 엄마는 다시 그 노인을 만났습니

다. 엄마는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이오?” 

“제 아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한평생 사랑을 '받고' 살면 행복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

고, 좀 커서는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노인이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어려서 사랑을 받아봐

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

는 것이 아니라면서’라는 노래도 있듯이, 사랑하는 법

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받

을 줄만 알고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

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Em uma aldeia, um casal que não 

conseguia ter filhos há�muito tempo ganhou 

um filho. Então um senhor de idade apareceu 

e disse que realizararia um desejo a eles.�A 

mãe pensou e desejou: “Quero que essa 

criança seja amada por todos.”

Enquanto crescia, a criança era realmente 

amada por muitas pessoas. Porém ele sabia 

apenas o que era ser amado, não sabia dar 
amor. Ele pensava apenas a si mesmo, 
tornando-o cada vez mais orgulhoso e 
fazendo as pessoas se afastarem dele. Um 
dia a mãe encontrou o senhor de idade 

novamente e suplicou a ele. “Eu tenho mais 

um desejo.”�“E o que é�desta vez?”�"Quero 
que o meu filho seja uma pessoa que saiba 
amar a todos.”

Achamos que seremos felizes se vivermos 

apenas “recebendo” o amor ao longo da vida. 

Quando crianças, queremos ser amados pelos 

pais, crescemos e queremos ser amados pelos 

nossos amigos, casamos e queremos ser amados 

pelo nosso cônjuge, depois que envelhecemos 

queremos receber o amor dos nossos filhos. 

Certamente, é verdade que devemos ser amados 

quando somos mais novos para poder saber o 

que é amar os outros. No entanto, assim como a 

música ‘O amor não deveria ser recebido’ diz, é 

mais importante se tornar uma pessoa que saiba 

amar. Hoje em dia, encontramos muito mais 

pessoas que esperam ser amadas do que pessoas 

que sabem amar os outros. Vamos lembrar da 

palavra de Jesus: “O que quereis que os homens 

vos façam, fazei-o também a eles” (Lucas 6:31).

영성의 향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기를…

Mais do que ser amado, am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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