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2일  연중 제25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39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34명 입니다. 

♬입당�426����♬예물준비�210,511�����♬영성체�501,160�����♬파견�439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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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호)

○�찬양하여라,�주님의�종들아.�찬양하여라,�주님의�이름을.������������������������������������������������������������

주님의�이름은�찬미받으소서,�이제부터�영원까지.�◎

○�주님은�모든�민족들�위에�높으시고�그분의�영광은�하늘�위에�높으시네.����������������������������������������

누가�우리�하느님이신�주님�같으랴?�드높은�곳에�좌정하신�분,�하늘과�땅을�굽어보시는�분.�◎

○�억눌린�이를�흙먼지에서�일으켜�세우시고,�불쌍한�이를�잿더미에서�들어�올리시는�분.����������������

귀족들과,�당신�백성의�귀족들과,�그를�한자리에�앉히시네.�◎

아모��8,4-7제1독서 티모��2,1-8제2독서 루카��16,10-13복 음

♣ 평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25일(수)과 26일(목)은 아침 미사가 없고 저녁 

  미사만 있으며, 27일(금)은 저녁 미사가 없고 

  아침 미사만 있습니다. 1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안나회 음식 바자회 : 대건광장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3호실

▶첫 영성체반 가족 피정 : 9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성 베르나르도의 마리아 수녀회

▶7공동체 모임 : 12시 10분 대성당

▶신망애 장학회 이사회 : 12시 20분 11호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 3층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오늘 점심 봉사 : 안나회

  다음 점심 봉사 : 거룩한 독서반 1기

♠성경공부 사도행전 : 9월 24일(화) 13호실

♠전례분과 회의 : 9월 24일(화) 18시 14호실

♠강학회 피정 : 9월 27일(금)~29일(주일)

  장소 : 실로애 피정의 집

♠제1회 성당배 배드민턴 대회 결승 

  일시 : 9월 28일(토) 18시 평화 배드민턴 구장

♠첫 영성체 부모 모임 

  일시 : 9월 29일(주일)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교육분과 회의 : 9월 29일(주일) 9시 11호실

♠향심기도 모임 : 9월 29일(주일) 12시 30분

♠성경공부 요한복음 : 10월 1일(화) 1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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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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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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회비와 함께 성당 사무실

     차편 관계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대회 : 10월 26일(토)

              장소 및 신청은 차후 게재합니다.

  

    

   

  

  

   일시 : 9월 26일(목) 저녁 미사 후 

  강사 : 이명상 아오스딩 신부님

  대상 : 전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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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미사도 해당됩니다.)

  주차 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주차 카드 교체 안내 

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

본�행사:�10월�6일(주일)�13시�대성당

친교와�화합을�위한

총연습:�9월�29일(주일)�12시�30분�대성당

07:0019:00

     

         친교와 화합을 위한

               ‘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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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8,4-7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

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

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

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2,1-8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

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

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

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

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

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

난 증거입니다.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

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0-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작

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

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

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

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

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

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

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하느님이시

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

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

유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2280)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

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

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2281)

그래서 교회는 자살자의 교회장례식을 거부했습니

다. 1917년 교회법 1240조에 보면 '①파문 선고를 

받은 자, ②의도적인 자살자, ③결투로 죽은 자'를 장

례식이 거부되는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

에 개정된 교회법 1184조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 이 없 습 니 다 . 1 1 8 4 조 는 1 9 1 7 년 의 교 회 법 

1240조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① 공공연

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②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

들, ③ 신자들의 공개적인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

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

에게 유용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목숨을 끊어 버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                   <10월 13일자에 계속 >

A Igreja tem o seguinte regulamento. “Cada 
um é responsável por sua vida diante Deus, que 
lhe deu e que dela é sempre o único e soberano 
S e n h o r .  D e v e m o s  r e c e b e r  a  v i d a  c o m 
reconhecimento e preservá-la para honra dele e 
s a l v a ç ã o  d e  n o s s a s  a l m a s .  S o m o s  o s 
administradores e não os proprietários da vida 
que Deus nos confiou. Não podemos dispor 
dela.” (Catecismo da Igreja Católica 2280)

“O suicídio contraria a inclinação natural do 
ser humano para conservar e perpetuar a sua 
vida. É gravemente contrário ao justo amor de si 
mesmo. Ofende igualmente o amor do próximo, 
porque quebra injustamente os laços de 
solidariedade com as sociedades familiar, 
nacional e humana, em relação às quais temos 
obrigações a cumprir. O suicídio é contrário ao 
amor do Deus vivo.” (Catecismo da Igreja 
Católica 2281)

Por isso a Igreja recusa a sepultura de um 
suicida. Na doutrina da Igreja Católica do ano 
1917, no artigo 1240, diz que Quem recebe ①

sentença de excomunhão, Quem cometeu ② 

homicídio, e Quem morreu de duelo, têm a ③

sepultura negada. Porém, em 1983, quando 
houve atualização da doutrina, no artigo 1184, 
não há especificação sobre este assunto. O artigo 
1184 de 1983 é um resumo do artigo 1240 de 
1917. No mesmo são mencionados como 
pecadores: Quem, em público, cometeu ①

apostasia, heresia e paganismo, Quem decidiu ② 

a cremação do seu próprio corpo, contrariando-
se da fé do Cristianismo, e Os pecadores que ③

não têm direito à sepultura sem ter passado por 
um acordo entre todos crentes.

Porém, a Igreja ensina da seguinte maneira. 
“Quem entregou a sua própria vida não se pode 
frustrar diante da salvação do seu espírito. Deus 
pode lhe dar a oportunidade de arrependimento 
através de um caminho que Ele sabe. A Igreja ora 
pelas pessoas que entregam as suas próprias 
vidas. (Catecismo da Igreja Católica 2283)

                         (continua no dia 13 de Outubro)

영성의 향기

절망해서는 안되는 이유 Por que não podemos nos decepcionar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자비

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의식에 무뎌져

서는 안 됩니다. 

Deus nos ama. Apesar dos nossos pecados e 
defeitos, Ele nos ama. Quanto maior é o nosso 
pecado, ele se aproxima com uma maior 
Misericórdia, pois Deus veio ao mundo para a 
'Salvação dos pecadores'. Porém, isso não diz que 
devemos nos acostumar com o pe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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