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15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 15시) 

  내용 : 먹거리 및 민속 놀이

  ▶ 행운권 추첨 및 소공동체 대항 놀이

    

   

  

한가위 행사 안내 

2019년  9월  8일  연중 제23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39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74명 입니다. 

♬입당�329����♬예물준비�211,332�����♬영성체�506,163�����♬파견�48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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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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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9,13-18제1독서 필레��9ㄴ-10.12-17제2독서 루카��14,25-33복 음

♣ 제18차 성체 대회를 위한 특별헌금 

  일시 : 9월 8일(주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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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수)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십시오.

▶요셉회 :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성모회 : 12시 30분 22호실

▶오늘 점심 봉사 :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다음 점심 봉사 : 한가위 행사

♠9공동체 모임

  일시 : 9월 9일(월) 18시 30분 성당 연회장

♠성경공부 역사서

  일시 : 9월 10일(화) 저녁 미사 후 13호실

♠다락방 기도 모임

  일시 : 9월 14일(토) 마리아 수녀원

♠어머니회 회의

  일시 : 9월 14일(토) 16시 30분 12호실

♠청소년분과 회의

  일시 : 9월 14일(토) 18시 1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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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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정대진 이시도로님께서 9월 4일(수)

  향년 96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정철상 베네딕도, 정철원 알로이시오, 

        정철운 안드레, 정혜란 안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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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날짜 3일전까지 메일로 신청)

  

    

   

  

성가 경연대회 영상 제작 지원 

     

         친교와 화합을 위한

                 ‘공동체 성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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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

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

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

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

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9ㄴ-10.12-17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

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

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

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

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

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

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

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

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

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

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

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

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

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

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

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

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

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

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

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

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

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

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

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

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

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주님

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국의 [래리 넬슨]이라는 유명한 프로골퍼가 있었

다. 그는 1983년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하여 세계적

으로 유명한 골퍼가 되었다. 그 때 있었던 일화가 전해

지는데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그는 16번 홀에서 

우승 퍼팅을 앞두고 머리와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기

도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의 골프 성적은 형편없었

다. 그가 우승하리라고는 꿈에도, 본인도 남도 생각지 

않았다. 잠시의 기도를 마치고 퍼팅을 하자 볼이 홀 컵

으로 쭉~ 빨려 들어가 결국 우승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축하해 주었는데, 그 중에 가까운 친구가 물었

다. “축하하네. 아까 진지하게 기도하던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아니, 우승 욕심이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네.”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하

느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그 평안을 마음껏 누

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구

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 얻는 것이다.” 구해서 얻는 것

은 수익이 아무리 커도 더 큰 목표가 생기기에 행복이 

없지만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은 

것이기에 행복이 크다. 우리도 더 만족한 축복을 누리

기 위해 날마다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버리고 비워야 할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 한다. 죄악

을, 탐욕을, 교만을, 자아를, 거짓을, 편견과 선입감을,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그렇다면 '버림'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닐까? 버리면 얻

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

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바오로 

사도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다(필리 3,7-8).

“주님, 버림으로 얻는 길을 오늘도 걷게 하소서!!” 

샬롬.

Larry Nelson é um jogador de golfe profissional 
muito famoso. Ele ficou conhecido mundialmente 
após vencer o torneio U.S Open de golfe de 1983. 
Durante esse torneio houve um acontecimento 
emocionante. Foi no 16º buraco, ele estava prestes a 
dar o seu putting, a tacada que daria a vitória. Ele 
baixou a cabeça e começou a orar. As suas tacadas até 
ali tinham sido ridículas. Ninguém, nem mesmo ele 
acreditava que tinha chance de ganhar. Após a pausa 
da oração, ele deu o seu putting, a bola rolou até o 
buraco como se estivesse sendo puxado e assim ele 
venceu o torneio. Muitos o parabenizaram, e um dos 
sues amigos perguntou: “Parabéns! Notei que você 
estava rezando bastante sério, pediu para conseguir a 
vitória?”. “Não não, estava pedindo para que minha 
ganância pela vitória desaparecesse”. Ele ainda 
continuou: “Pedi para Deus, que eu pudesse 
aproveitar ao máximo o conforto dado por essa 
natureza que Ele criou e onde me permitiu estar hoje”. 

“Para obter algo, existem duas maneiras de 
conseguir. Obter procurando e obter abandonando.”

As coisas que são conseguidas pela busca o lucro é 
alto, mas eles fazem a gente querer novos e maiores 
objetivos, ou seja, não há felicidade ou satisfação. Já as 
coisas que obtemos por ter desistido, mesmo sendo 
algo pequeno, ela é um bônus, por isso é grande a 
satisfação que ela proporciona. Nós também, devemos 
viver uma vida de esvaziamento todos os dias, a fim 
de desfrutar essa benção de satisfação. A Bíblia diz 
que temos coisas para jogar fora e esvaziar. Ela diz 
que devemos jogar fora os pecados, a ganância, o 
orgulho, o egoísmo, as mentiras e os preconceitos...

Então o que viria a ser “abandono”?

Seria algo como “não ter arrependimento”? Se 
abandonar, receberá. Mesmo sabendo que precisamos 
abrir mão para receber, praticar isso não é algo fácil. 
Por causa do medo de abandonar e não receber nada é 
que nos apegamos em coisas fúteis do dia a dia. O 
Apóstolo Paulo disse o seguinte: “Por ter abandonado 
tudo pelo Senhor, obtive o Cristo” (Fl 3, 7-8). 

“Senhor, permita andar hoje também, no caminho 
que obtivemos pelas perdas”. Shalom.

영성의 향기

무엇을 얻으려면 버려라!!! Para obter algo, aban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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