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차하신 후에는 출입카드를 룸 미러에 걸어 

       주시거나 대시보드 위에 올려 놔 주십시오.

   2.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야간에 상시 주차하는 차량은 주일 오전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4. 등록된 차량의 번호나 연락처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 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5. 여행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성당 주차장 이용 안내 

♠7공동체 모임 

  1반 : 10월 20일(주일) 15시 이종식(요셉)댁

        São Vicente de Paulo 502 Ap 108

  3반 : 10월 21일(월) 18시 30분 성당 연회장

2019년  10월  13일  연중 제28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5세대 3,39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56명 입니다. 

♬�입당�329���♬�예물준비�215,�216���♬�영성체�153,�156���♬�파견�19,�15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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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1호)

○�주님께�노래하여라,�새로운�노래.�그분이�기적들을�일으키셨네.��������������������������������������������������

그분의�오른손이,�거룩한�그�팔이,�승리를�가져오셨네.�◎

○�주님은�당신�구원을�알리셨네.�민족들의�눈앞에,�당신�정의를�드러내셨네.����������������������������������

이스라엘�집안을�위하여,�당신�자애와�진실을�기억하셨네.�◎

○�우리�하느님의�구원을,�온�세상�땅끝마다�모두�보았네.�주님께�환성�올려라,�

온�세상아.�즐거워하며�환호하여라,�찬미�노래�불러라.�◎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신자를 입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시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교리반 : 매 주일 9시 13호실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첫 영성체 예식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15명의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욱 건강하

  고 예쁘게 잘 자라나길 기도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 주일학교, 고등부 교리 교사 모집 

  신청 : 성당 사무실(신청서 비치)

  기간 : 11월 10일(주일)까지

♣공소 방문 : 10월 15일(화)~17일(목)

  공소 : Joinvi l le, Brusque, Florianópol is

▶자모회 : 11시 30분 11호실

▶요셉회 :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12시 30분 14호실

▶안나회 : 12시 30분 소성당

▶라우다떼 반주단 : 12시 30분 27호실

▶7공동체 2반 모임 : 13시 이천영(아오스딩)댁

  R. Ourinhos 149 - Cotia 

  Condom ínio  Parque Dom Henrique 2

▶1공동체 모임 : 17시 30분 성당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6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9공동체

♠고등부 나눔의 밤 

  일시 : 10월 19일(토) 20시 극장 

♠고등부 소풍 및 총회 : 10월 20일(주일)

  장소 : Vale dos Cebrantes, Jundia í 

♠소공동체장 회의 

  일시 : 10월 20일(주일) 9시 11호실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10월 20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성소후원회 월례회 

  일시 : 10월 20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9공동체 모임 

  일시 : 10월 20일(주일) 점심 봉사 후 연회장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일시 : 10월 19일(토) 아침 7시

♣전교를 위한 2차 특별헌금

  일시 : 10월 20일(주일) 

  전교 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유아영세 : 10월 26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 제출

   성당의 모든 단체는 내년도(2020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서를 10월 31일(목)까지 사무실이

  나 성당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각 단체장께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사무실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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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부

나눔의 밤
일시 : 10월 19일(토) 미사 후
장소 : 극장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4-17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

사가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

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

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

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

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2,8-13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

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

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

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

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

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

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

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

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

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

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

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

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

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아시는 길을 통

해서 그들에게 유용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

회는 자기 목숨을 끊어 버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

다.”(카톨릭 교회 교리서 2283)

<9월 22일 내용에 이어서… >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느

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미사를 봉헌하

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사람의 자살을 인정해 주

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범했지만 아버지의 큰 품으로 

받아 주는 것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

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서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

습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

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

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2,13)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

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

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목

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

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

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

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 뜻

에 걸맞은 삶으로 존엄하게 돌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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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ando do dia 22 de setembro>

 Isto se deve ao fato de todos precisarem 

da piedade de Deus, mesmo ter morrido após ter 

cometido um grande pecado. Não porque 

entendemos o suicídio dessa pessoa, mas apesar 

de ter pecado, devemos recebê-lo com o colo do 

nosso Pai e com o amor da nossa Mãe. 

Entregamos a Deus, com o pesar de não termos 

amado mais. 

 Na leitura de Tiago 4:12 diz: “Há apenas 

um Legislador e Juiz, aquele que pode salvar e 

destruir. Mas quem é você para julgar o seu 

próximo?”. “E a misericórdia triunfa do juízo.” 

(Tiago 2:13)

 Devemos conservar e cuidar da vida que 

Deus nos presenteou. Como Deus é o dono da 

nossa vida, do início ao fim, nós não temos 

direito de destruí-la. Apesar de estarmos 

sofrendo, não devemos esquecer que Ele sofre 

conosco. Devemos lembrar que não sofremos sós. 

Uma vez que voltamos a Ele, assim como viemos 

Dele, devemos voltar a Ele com dignidade, de 

acordo com as palavras Dele.

영성의 향기

절망해서는 안되는 이유 Por que não podemos nos decepci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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