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병원 

   Hospital Santa Casa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병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싼타 까사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CPF 없이 발행한 영수증을 모으고 있습

   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수증(Sem CPF)

   을 성당에 비치된 Caixa 에 넣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단, 발행한 달(Mês)이 지나지 않은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Tem que ser o cupom do mesmo mês.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연중 제29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6세대 3,39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62명 입니다. 

♬�입당�450���♬�예물준비�513,510���♬�영성체�167,179���♬�파견�63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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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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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타며�주님께�찬미�노래�불러라.�비파에�가락�맞춰�노래�불러라.�����������������������������������������������

쇠�나팔�뿔�나팔�소리에�맞춰,�임금이신�주님�앞에서�환성�올려라.�◎

♣전교를 위한 2차 특별헌금

  일시 : 10월 20일(주일) 오늘 

  전교 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고등부 소풍 및 총회 : 8시 출발

  장소 : Vale dos Cebrantes, Jundia í 

▶성인 포어반 피정 : 엠부 피정의 집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4공동체 모임 : 12시 3층 대건관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3호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9공동체 모임 : 점심 봉사 후 연회장

▶7공동체 1반 모임 : 15시 이종식(요셉)댁

   Rua São Vicente de Paulo 502 Ap 10-B

▶오늘 점심 봉사 : 9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성인 포어반

♠7공동체 3반 모임 

  일시 : 10월 21일(월) 18시 30분 성당 연회장

♠성경공부 사도행전 : 10월 22일(화) 13호실

♠강학회 총회 및 슈하스코 

  일시 : 10월 26일(토) 저녁 미사 후 3층 대건관

♠성모회 일일 피정 

  일시 : 10월 27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주일학교 은총의 날 행사 : 10월 27일(주일) 

♠성경공부 요한복음 영화 상영 : 10월 29일(화)

  일시 : 10월 29일(화) 10시 / 19시 40분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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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나 

  성당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각 단체장께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사무실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일학교, 고등부 교리 교사 모집 

  신청 : 성당 사무실(신청서 비치)

  기간 : 11월 10일(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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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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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절약하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줍니다. 

Reduzir o lixo também economiza o custo na coleta. 
Limpa o nosso ambiente.

Caminhada Mariana   

    10월 묵주기도성월과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봉헤찌로 지구 성당들은 각 본당의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묵주기도와 미사를 드립니다.

   (Caminhada Mariana do Setor Bom Retiro)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20일(주일) 오늘 16시

   장소 : Paróquia Santo Eduardo 

               Rua dos Italianos 567 - Bom Retiro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김광수 스테파노님께서 10월 15일(화)

  향년 7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이선애 루실라

  자녀 : 김덕신 안드레, 김덕호 헤나또

소화 꽃꽂이회 알림   

    익명으로 이번 주일 제대꽃을 봉헌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와 성상에 장식할 꽃을 봉헌

   해 주실분은 소화 꽃꽂이회나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글라라 97247-7442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

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

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

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

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

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

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

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

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

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

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

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

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

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

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

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

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

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

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

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

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

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

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는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정체된 교회는 문 닫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존재

와 전지전능하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가했던 교부들은 ‘교회’

에 대해 정의하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그네 길

을 가고 있는 교회는 본성상으로 선교적이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권장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

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필수과목’입

니다. 만일 한 본당공동체나 한 그리스도인이 선교하

지 않는 것은 그 본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

다.

오늘 전교주일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

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은 한 

마디로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상을 접하면, 그 사상에 매료

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겠지요. 

존경하는 인물을 만나면 그분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서

든 이웃들에게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겠지요.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람

직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나를 향한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

나 행복하기에, 그분 사랑이 너무나 감미롭기에 그분

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런 바탕에서 선교가 시작

되면 좋겠습니다. 

(살레시오회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글중 일부 발췌)

 A igreja deve seguir em frente sem 
estagnação. Uma igreja estagnada tende a ser 
fechada.

 A nossa missão é manter o progresso 
constante da igreja. É mostrar para aqueles que 
ainda não conhecem Jesus o Seu amor, 
misericórdia, Sua presença e Seu poder.

 Os fiéis que participaram do Concílio 
Vaticano II resumiram essa definição de Igreja. 
“A igreja que está sempre caminhando é 
missionária por natureza.” A missão não é uma 
recomendação para a caminhada da fé. Não é 
uma escolha que um cristão pode ou não pode 
fazer, é algo que deve ser feito. 

 Se uma comunidade paroquial ou um 
cristão não realiza a sua missão, significa que 
está abandonando a sua natureza. 

 No evangelho de hoje, Jesus diz aos 
discípulos e a todos os nossos cristãos: “Portanto, 
ide e fazei com que todos os povos da terra se 
tornem discípulos, batizando-os em nome do Pai, 
e do Filho, e do Espírito Santo; ensinando-os a 
obedecer a tudo quanto vos tenho ordenado.” 

 Em poucas palavras, devemos realizar a 
nossa missão.

 Quando temos ideias boas, ficamos 
fascinados por elas e queremos compartilhá-las 
com nossos amigos de qualquer maneira. Se 
conheço alguém que admiro muito, vou fazer de 
tudo para apresentá-lo aos meus conhecidos.

 É o mesmo com as nossas missões. 
Missões forçadas não possuem tanto valor.

 Amamos tanto o Jesus que encontramos, 
a Sua aura é tão bonita que mal conseguimos 
ficar quietos. Então, pregá-Lo, é a missão que 
desejamos de todos os fiéis.

 Gratidão pelas bênçãos de Deus em 
mim, A felicidade por ter a graça de Deus em 
mim, pelo amor Dele

 E não conseguir deixar de anuncia-Lo, é 
a base onde gostaria que todo fiel iniciasse a sua 
missão.

- Trecho de um texto do Padre Stefano Yang 
Seung Kuk, da Sociedade Salesiana -

영성의 향기 선교(Missão)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복

음 28장 19-20절) 

 Ide, pois, fazer discípulos entre todas as 
nações, e batizai-os em nome do Pai, do Filho e do 
Espírito Santo. Ensinai-lhes a observar tudo o que vos 
tenho ordenado. Eis que estou convosco todos os dias, 
até o fim dos tempos”(Mt 2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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