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원과 성당이 함께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당 도서관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 주일 10시 30분~13시

회원자격 : 성당 교우에 한하며 만 9세이하 

           어린이인 경우 부모가 대출 가능

   (이용 안내 포스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브라질한국문화원 이동도서관 이용안내 

  

  위령봉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 기도를 드립니다. 13시까지 묘지로 오시면 

  함께 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17일(주일) Paz 묘지 /   24일(주일) 모름비 묘지

 위령성월 묘지 참례 일정 안내 

♠9공동체 : 11월 18일(월)  18시 30분 연회장

♠3공동체 : 11월 23일(토) 18시 3층 대건관

♠교육분과 : 11월 23일(토) 18시 가야식당

♠청소년분과 : 11월 23일(토) 20시 연회장

♠자모회 : 11월 24일(주일) 10시 30분 3층 

♠8공동체 : 11월 24일(주일) 17시 Panamby

♠1공동체 : 11월 24일(주일) 17시 30분 연회장

♠거룩한 독서반 : 11월 25일(월) 18시 3층

♠2공동체 : 11월 25일(월) 18시 연회장

♠7공동체 : 11월 25일(월) 18시 30분 7080

♠대건회 : 12월 1일(주일) Paulista de Medicina

♠6공동체 : 12월 1일(주일) 17시 3층 대건관

♠소공동체분과 : 12월 2일(월) 18시 연회장

♠꽃꽂이회 : 12월 6일(금) 19시 Pobre Juan

♠호산나 성가대 : 12월 7일(토) 12시 일미정

♠4공동체 : 12월 8일(주일) 12시 30분 연회장

♠성소후원회 : 12월 8일(주일) 12시 30분 무등산 

♠M.E : 12월 8일(주일) 16시 연회장

♠제대회 : 12월 15일(주일) 12시 30분 3층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월 15일(주일) 

                  12시 30분 연회장 & 13호실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2019년  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38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33명 입니다. 

♬�입당�403���♬�예물준비�215,510���♬�영성체�501,502���♬�파견�438,472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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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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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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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라,�바다와�그�안에�가득�찬�것들,�누리와�그�안에�사는�것들.����������������������������������������������

강들은�손뼉�치고,�산들도�함께�환호하여라.�◎

○�주님�앞에서�환호하여라.�세상을�다스리러�그분이�오신다.�����������������������������������������������������������

그분은�누리를�의롭게,�백성들을�올바르게�다스리신다.�◎

♣이웃 사랑 나눔 특별 헌금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보속과 희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일시 : 11월 17일(주일) / 12월 1일(주일)

♣Belo Horizonte 공소 방문

  일시 : 11월 17일(주일)~18일(월)

        (강요셉 신부님, 황 프란치스 수녀님)

♣은빛대학 종강 미사 : 11월 21일(목) 9시

▶예비신자 교리반 : 9시 13호실

▶소공동체장 : 9시 11호실

▶대건회 : 10시 3층 대회의실

▶해설단 & 독서단 교육 :  12시 30분 대성당

▶신망애 장학회 제141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일시 : 12시 30분 11호실

▶오늘 점심 봉사 : 1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2공동체

♠성경공부 요한복음 : 11월 19일(화) 13호실

♠꾸리아 월례회 : 11월 24일(주일)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 11월 24일(주일) 12시 30분

♣주일 점심 봉사 희망 단체 신청 

  내년(2020년도) 주일 점심 봉사를 해 주실 단체

 (소공동체 포함)는 12월 8일(주일)까지 사무실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1월, 7월, 

 12월은 주일에 본당 점심이 없습니다.

말라��3,19-20ㄴ제1독서 2테살��3,7-12제2독서 루카��21,5-19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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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R$150,00(2020년도 1년 분)

  신청 : 11월 24일(주일)까지 성물방

  

 

    

   

  

 2020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산행 알림   

    건강과 친교를 위해 전 교우 대상 산행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변의 쉬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23일(토) 8시 30분 성당 출발

   장소 : Cantareira Núcleo Cabuçu 

   회비 : 1인당 R$50(중식 및 음료수 포함)

   신청 : 회비와 함께 성당 사무실

   문의 : M.E 강문국(레오날도) 9997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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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례

제1독서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9-20ㄴ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

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

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

하신다. ─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 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3,7-12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

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

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

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

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

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

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

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

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

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

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5-19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

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

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

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

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

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

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

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

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

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

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

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

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

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

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

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큰딸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사춘기를 맞은 그들은 친구들

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고민 끝에 딸이 

첫 중학교 등교를 앞둔 날 밤,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접시에 치약 한 통을 모두 짜봐” 딸은 어리둥절해하면

서도 곧 접시에 치약 한 통을 힘껏 짜냈습니다. 엄마는 

다시 “네가 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에 담아볼래?”라고 

했습니다. 딸은 황당한 표정으로 치약을 튜브 속으로 

조금씩 넣는가 싶더니 이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난 

못하겠어.” 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한 이유

는 너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네가 접시에 짠 치약처럼 네가 뱉은 말도 다시 주워 담

을 수 없어.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단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 말들이 어

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하면, 때로 후회되

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올해

도 많이 뿌렸지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까? 한번 생

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요즘처럼 어렵다 느껴지는 시

대에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서

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Esta é a história de uma mãe. Sua filha 
mais velha estava prestes a entrar no ensino mé
dio e passando pela puberdade, dizia aos amigos 
somente palavras que os machucavam. A mãe 
estava preocupada com o fato de sua filha se 
transformar em uma pessoa que não considerava 
os outros. Então, na noite anterior ao primeiro 
dia do ensino médio, chamou a filha e disse: 
“Esprema toda a pasta de dente no prato”. 
Embora a filha tenha estranhado, espremeu toda 
a pasta de dente. E a mãe disse novamente: "Você 
consegue colocar de volta no tubo toda a pasta 
de dente que você espremeu?” Mesmo achando 
estranho, a filha tentou colocar aos poucos a 
pasta de dente de volta no tubo, mas logo disse 
brava: "Isso é impossível. Eu não consigo". 
Observando a filha a mãe disse: “Fiz esse pedido 
estranho a você porque queria lhe ensinar uma 
lição de vida. Como a pasta de dente que você 
espremeu no seu prato, as palavras que você 
cuspir não serão possíveis de colocar de volta 
novamente. Quando você fizer novos amigos no 
ensino médio, não deverá dizer palavras que os 
machuquem.” 

 Vivemos dizendo muitas palavras. Se 
pensarmos de onde e como essas palavras se 
formaram, muitas vezes nos arrependemos. Este 
ano, espalhamos muitas palavras que não 
podemos mais pôr de volta. Como/O que eu 
falei durante a minha vida? É tempo de refletir 
sobre isso. Nos tempos difíceis como os dias de 
hoje, são necessárias palavras de consolo e 
encorajamento. Vamos nos esforçar para dizer 
palavras que fortalecem uns aos outros.

영성의 향기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까?

O que eu falei durante a minha v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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