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나회 : 11월 9일(토)  18시 일미정    

♠청년회 : 11월 9일(토)  20시 3층 대건관

♠어머니회 : 11월 10일(주일) 17시 3층 대건관

♠아버지회 : 11월 11일(월) 18시 일미정

♠성모회 : 11월 14일(목) 18시 다래식당

♠9공동체 : 11월 18일(월)  18시 30분 연회장

♠3공동체 : 11월 23일(토) 18시 연회장

♠청소년분과 : 11월 23일(토) 20시 3층 대건관

♠8공동체 : 11월 24일(주일) 16시 Panamby

♠1공동체 : 11월 24(주일) 17시 30분 연회장

♠소공동체분과 : 12월 2일(월) 18시 연회장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2019년  11월  03일  모든 성인 대축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6세대 3,39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61명 입니다. 

♬�입당�294�����♬�예물준비�210,512�����♬�영성체�165,166�����♬�파견�40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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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4호)

○�주님의�것이라네,�온�땅과�그�안에�가득�찬�것들,�온�누리와�그�안에�사는�것들.�

그분이�물�위에�세우시고,�강�위에�굳히셨네.�◎

○�누가�주님의�산에�오를�수�있으랴?�누가�그�거룩한�곳에�설�수�있으랴?����������

손이�깨끗하고�마음이�결백한�이,�헛된�것에�정신을�팔지�않는�이라네.�◎

○�그는�주님께�복을�받으리라.�구원의�하느님께�의로움을�얻으리라.�이들이�����

야곱이라네.�그분을�찾는�세대,�그분�얼굴을�찾는�세대라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요셉(요셉) 신부님이 어학 연수를 마치고 본

  당에 부임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실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 문 크

  리스티나 원장 수녀님께서 브라질 분원을 방문

  하셨습니다. 원장수녀님과 수녀원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자봉성체

  일시 : 11월 5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 8시~10시 20분

  혈압 및 혈당 검사 / 간단한 물리치료

▶예비신자 교리반 : 9시 13호실

▶단체장 확대 회의 : 12시 30분 극장

▶오늘 점심 봉사 : 7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3공동체

♠성 베드로 영화 상영에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11월 10일(주일 ) 12시 40분 극장

  내용 : 베드로 사도의 생애와 사도 행전에 나타

         나는 초대 교회 모습

♠요셉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자연과 함께하는 ‘향심 기도’ 

  일시 : 11월 15일(금) 아침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Casa de Paulina 피정의 집

  대상 : 향심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

  신청 : 서윤경 말가리다 99518-8387

♣성체 강복 및 성시간 

  일시 : 11월 7일(목) 저녁 미사 후 대성당

♣2020년도 주일학교, 고등부 교리 교사 모집 

  신청 : 성당 사무실(신청서 비치)

  기간 : 11월 10일(주일)까지

♣공소 성탄 판공 성사 일정 안내  

♣성모 신심 미사  

  일시 : 11월 16일(토) 아침 7시

묵시��7,2-4.9-14제1독서 1요한��3,1-3제2독서 마태오��5,1-12ㄴ복 음

  

  금액 : R$150,00(2020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4일(주일)까지 성물방

  

 

    

   

  

 2020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주    님          이  들     이      당     신    얼   굴     을     찾     는    세   대    이   옵  니   다

07:00
09:00  
10:30

07:00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미사

시간

07:00

19:00

주일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송재응 요셉님께서 10월 29일(화)

  향년 6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송현수 프란치스코, 송민수 미카엘

강요셉신부님
11월 11일(월)~13일(수)

Porto Alegre

Curitiba

11월 10일(주일)~11일(월)

Belo Horizonte
프란치스수녀님

11월 17일(주일)~18일(월)

  

  위령봉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묘지를 방문

  하여 위령 기도를 드립니다.

  13시까지 묘지로 오시면 함께 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10일(주일) 꽁고냐스 공원 묘지

  17일(주일) Paz 공원 묘지

    24일(주일) 모름비 공원 묘지

 위령성월 묘지 참례 일정 안내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2-4.9-14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

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

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

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

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

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

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

리 하느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

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

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

멘.” 그때에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

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

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

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3,1-3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

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

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

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

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

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

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

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

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

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

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

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

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

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

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

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

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성경본문 : 루카 19,1-10

♣ 성경구절 :“자캐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루카 19,5)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자캐오의 첫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세관장이라는 무

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또 부자였지만 그 편안함 안

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캐오

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끌림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나무 위까지 오르게 만듭

니다. 자캐오가 세관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가 부도덕한 

사람임을 뜻하지는 않지만, 식민통치를 하던 로마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를 곱게 보지

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무에 

올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키가 작았던 신체적인 부족함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끌림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자캐오야, 얼

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부족함과 약점 그리고 서로 다름과 차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

리는 사람들과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추고, 주저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비

추어 비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자캐오에

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자캐오는 가진 것을 팔아 이

웃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날마

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시는 예수

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

까? 또 그 응답을 통해 다른 이웃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나눔1  스스로 생각하는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신앙생

활을 하는 데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때가 있었다면 

함께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눔2  지금 이 순간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일이 있다

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Leitura da Bíblia: Lc 19, 1 - 10

♣ Versículo da Bíblia: “Zaqueu, desce depressa! 
Hoje eu devo ficar na tua casa.” (Lc 19, 5)

Talvez a primeira vontade do Zaqueu de 
conhecer Jesus tenha sido apenas uma 
curiosidade. Ele tinha um cargo importante de 
coletor de impostos e era rico, mas mesmo assim, 
não conseguia achar o real significado da vida. 
Enquanto isso, Zaqueu ouviu notícias sobre 
Jesus. Assim, a atração a Jesus, que começou 
apenas como uma curiosidade, fez com que ele 
reconheça seus próprios defeitos e crie coragem, 
que por sua vez, fez com que ele suba até na 
árvore. O fato de Zaqueu ter sido um coletor de 
impostos não necessariamente indica que ele seja 
uma pessoa imoral, mas como trabalhava para o 
Império Romano, era odiado pelas pessoas. 

 Apesar de tudo isso, ele foi corajoso, subindo 
na árvore para se expor. O fato dele ser baixo 
também não foi um problema frente à vontade 
de conhecer Jesus. Finalmente, Jesus o viu e 
disse: “Zaqueu, desce depressa, porque hoje me 
convém pousar em tua casa.”

 Todos nós temos defeitos e diferenças. Em 
muitos casos, tendemos a nos esconder e hesitar 
frente às pessoas e a Deus. Sempre tendemos a 
nos julgar, comparando-nos com outras pessoas, 
ao invés de enxergar com os olhos de Deus, 
nosso criador.

 Quando Deus diz a Zaqueu: “hoje me 
convém pousar em tua casa”, Ele diz o mesmo a 
nós. Através do convite de Jesus, Zaqueu foi 
corajoso em vender seus bens para ajudar as 
pessoas ao redor. Como nós respondemos ao 
convite de Jesus que, através da Eucaristia de 
todos os dias, deseja que permaneçamos dentro 
Dele? Além disso, o que precisamos fazer para 
convidar as pessoas do nosso redor para Jesus?

Partilha 1. Se alguma vez havíamos hesitado em 
cumprir a nossa fé, por termos algum defeito, vamos 
compartilhar esta experiência.

Partilha 2. Vamos pensar e compartilhar se temos 
algo que temos que nos encorajar.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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