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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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한 주차 관리를 위해 주차장 출입 카드를 

  새롭게 교체하고자 하오니 차량을 소유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등록해 주십시오.     

  10월부터는 새로 발급한 주차카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사도 해당됩니다.)

  주차 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주차 카드 교체 안내 

2019년  10월  6일  연중 제27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6세대 3,394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66명 입니다. 

♬입당�21����♬예물준비�210,�220�����♬영성체�169,�499�����♬파견�27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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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0호)

○�어서�와�주님께�노래�부르세.�구원의�바위�앞에�환성�올리세.�감사하며�그분�앞에���

나아가세.��노래하며�그분께�환성�올리세.�◎

○�어서�와�엎드려�경배드리세.�우리를�내신�주님�앞에�무릎�꿇으세.���������������������������������������������������

그분은�우리의�하느님,�우리는�그분�목장의�백성,�그분�손이�이끄시는�양�떼로세.�◎

○�오늘�너희는�주님�목소리에�귀를�기울여라.�“므리바에서처럼,�마싸의�그날�광야에

서처럼,�너희�마음을�무디게�하지�마라.�거기에서�너희�조상들은�나를�시험하였고,�

내가�한�일을�보고서도�나를�떠보았다.”�◎

♣ 예비신자 교리반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 예비신자 교리반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리반에 입교하신 

  예비신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환자봉성체 

  일시 : 10월 8일(화) 오전

▶예비신자 교리반 : 9시 13호실

▶소공동체 성가 경연대회 : 13시 대성당

▶오늘 점심 봉사 : 별도 봉사팀

  다음 점심 봉사 : 6공동체

♠성경공부 역사서 : 10월 8일(화) 13호실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일시 : 10월 11일(금)~12일(토)

   장소 : Casa de Paul ina 피정의 집

♠첫 영성체 

  일시 : 10월 13일(주일) 9시 미사와 함께

♠요셉회 월례회 

  일시 : 10월 13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10월 13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월례회 

  일시 : 10월 13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안나회 월례회 

  일시 : 10월 13일(주일) 12시 30분 소성당

♠고등부 나눔의 밤 

  일시 : 10월 19일(토) 20시 극장 

♣ 주임신부님 한국 방문 

  조성광(바오로) 주임신부님께서 건강 검진을 

  위해 잠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주임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평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주임신부님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은 아침 미사가 없고 저녁 미사만 있으

  며, 금요일은 저녁 미사가 없고 아침 미사만 

  있습니다. 1면 미사시간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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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골프 대회   

    교우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해 전 교우 대상 

   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주변의 쉬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월 26일(토)

         장소 및 신청은 차후 게재합니다.

  

    

   

  

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
10월�6일(주일)�오늘�13시�대성당

친교와�화합을�위한

07:0019:00

하바��1,2-3;2,2-4�제1독서 2티모��1,6-8.13-14제2독서 루카��17,5-10복 음

     

         친교와 화합을 위한

               ‘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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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십자가 순회 기도   

    상 파울로 대교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교를 위해 축복하신‘선교 십자가’를 모

   시고 순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당에 계시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10월 6일(주일) 20시~7일(월) 9시 

     7일 아침 미사 전 후에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하바쿡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3; 2,2-4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

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

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

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

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주

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

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

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

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

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 도 바 오 로 의 티 모 테 오 2 서 말 씀 입 니 다 . 1 , 6 -

8.13-14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

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

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

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

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

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

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5-10

     그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

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

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

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

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

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

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

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

여라.”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Leitura da Bíblia: Lc 17, 11 - 19 (28° Domingo 
do Tempo Comum)

♣ Versículo da Bíblia: “Um deles, atirou-se aos pés 
de Jesus e lhe agradeceu” (Lc 17,15-16)

Há um ditado que diz “Grave a gratidão na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와는 정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

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느

님의 은총이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

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

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사람

들 중에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아홉 사람은 은혜를 물에 

새겨 그냥 흘려보내 버렸습니다. 게다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유다인들이 하느님도 제대로 모른다

고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으로 하느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이었습

니다. 감사와 믿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

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인의 

삶은 하느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감사드릴 수밖

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를 따

로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

의 뜻입니다.”(1테살 5,18) 이제 우리도 하느님의 뜻

을 받아들여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을 더욱더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눔1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했

던 때는 언제였나요?

나눔2  매일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왜 

감사드리지 못하는지 나눠봅시다.

pedra e os inimigos na água”. No entanto a 
maioria faz o oposto, gravando a gratidão na 
água e os inimigos na pedra, dessa forma 
esquecem facilmente a gratidão pelas coisas 
recebidas dos próximos e guarda os prejuízos 
sofridos no fundo do coração. Entretanto, uma 
pessoa com fé deve viver o contrário e, é muito 
importante demonstrar gratidão a Deus durante 
tudo isso. O fato de estarmos vivos nesse mundo 
é devido à graça de Deus, e o fato de termos fé 
também vem da graça de Deus.

Hoje no Evangelho, Jesus estava caminhando 
para Jerusalém, passando entre a Samária e 
Galiléia. Enquanto entrava num vilarejo, Jesus 
acabou curando dez leprosos. Mas dentre os 
curados apenas um voltou para agradecer. Os 
outros nove gravaram a gratidão na água, 
deixando-o escorrer. E aquele que voltou para 
agradecer era um samaritano, a quem os judeus 
zombavam por não conhecerem direito Deus. 
Então, afinal, quem conhecia e acreditava em 
Deus?

Jesus disse ao samaritano que veio agradecer 
“Levanta-te e vai! Tua fé te salvou”. De fato, 
aquele que realmente acreditava em Deus foi o 
samaritano que tinha ido até Jesus para 
agradecer. Gratidão e a fé estão intimamente 
ligadas. Quanto maior é a fé em Deus, a vida de 
fiel não existe sem a presença de Deus e vive não 
tendo como não agradecer. Por isso é possível 
falar da fé sem a gratidão.

O  a p ó s t o l o  P a u l o  d i s s e  p a r a  o s  
tessalonicenses: “Agradeçam por tudo, porque 
esta é a vontade de Deus em Jesus Cristo com 
todos vocês” (1 tes 5, 18). Agora, nós também, 
aceitando a vontade Deus, vamos crescer a nossa 
fé dentro da gratidão em Deus.

Partilha 1: Quando foi que a graça de Deus 
transbordou na nossa vida?

Partilha 2: Estamos vivendo agradecendo a Deus 
todos os dias? Vamos compartilhar o motivo de não 
conseguimos agradecer.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 성경본문 : 루카 17,11-19 (연중 제28주일)

♣ 성경구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루카 17,15-16)

옛 말 에 '은 혜 는 돌 에 새 기 고 원 수 는 물 에 새 겨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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