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일  대림 1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38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62명 입니다. 

♬�입당�91�����♬�예물준비�215,332�����♬�영성체�153,179�����♬�파견�97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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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8호)

○�“주님의�집에�가자!”할�때�나는�몹시�기뻤노라.���������������������������������������������������������������������������

예루살렘아,�네�성문에�우리�발이�이미�서�있노라.�◎

○�그리로�지파들이�올라가네.�주님의�지파들이�올라가네.�������������������������������������������������������������

이스라엘의�법을�따라�주님의�이름을�찬양하네.��������������������������������������������������������������������������

그곳에�심판의�왕좌,�다윗�집안의�왕좌가�놓여�있네.�◎

○�예루살렘의�평화를�빌어라.�“너를�사랑하는�이들은�평안하리라.���������������������������������������������������������������������������������������������

너의�성안에�평화가�있으리라.너의�궁�안에�평안이�있으리라.”◎

○�나의�형제와�벗들을�위하여�비노라.�“너에게�평화가�있기를!”�����������������������������������������������������������������

주�우리�하느님의�집을�위하여�너의�행복을�나는�기원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본당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제동 

  사도요한 신부님이 대전 교구청 인사이동으로 

  12월 9일(월) 22시 20분 델타 항공편으로 우리 

  본당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영육

  간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별미사 : 12월 8일(주일) 교중 미사

♣성탄 판공 성사 안내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일시 : 12월 23일(월)까지 미사 30분 전

  브라질 성당이나 여행 중 또는 11월 중에 고해

  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판공성사로 기록됩니다.

▶성전 보전 위원회 제3차 경과보고 설명회 

   시간 : 7시, 9시, 10시 30분 미사 후 

▶신망애 장학회 의료 봉사 

  내용 : 혈압과 당뇨 검사 및 척추 교정 / 마사지

▶연차 총 친목회 

  일시 : 12시 30분 극장,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아버지회

  다음 점심 봉사 : 본당 점심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 나눔 특별 헌금 : 12월 1일(주일)

♣성체 강복과 성시간 

  일시 : 12월 5일(목) 저녁 미사 후 대성당

♣성모 신심 미사 : 12월 7일(토) 7시

♣환자봉성체 : 12월 10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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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무��5,1-3제1독서 콜로��1,12-20제2독서 루카��23,35ㄴ-43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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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동체 : 12월 1일(주일) 17시 3층 대건관

♠라우다떼 반주단 : 12월 1일(주일) 18시

♠소공동체분과 : 12월 2일(월) 18시 연회장

♠꽃꽂이회 : 12월 6일(금) 19시 Pobre Juan

♠호산나 성가대 : 12월 7일(토) 12시 일미정

♠요셉회 : 12월 8일(주일) 9시 미사 후 출발

           (Riacho Grande) 

♠대건회 : 12월 8일(주일)Paulista de Medicina

♠4공동체 : 12월 8일(주일) 12시 30분 연회장

♠성소후원회 : 12월 8일(주일) 12시 30분 무등산 

♠M.E : 12월 8일(주일) 16시 연회장

♠재속 프란치스코회 : 12월 15일(주일) 

                  12시 30분 연회장 & 13호실

♠성령기도회 : 12월 19일(목) 20시 30분 광장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영화 상영 : 12월 5일(목) 9시 극장

  은빛대학 문화 행사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나회 : 12월 8일(주일) 교중 미사 후 13호실

♠제대회 : 12월 8일(주일) 교중 미사 후 14호실

♠대건유치원 제41회 졸업식 및 발표회 

  일시 : 12월 12일(목) 18시 30분 극장

     

     ♠일시 : 12월 6일(금) 20시 30분 성당 연회장 

     ♠주관 : EPA(Encontro Para Adorar)

              (10대부터 50대로 구성된 포어 찬양팀) 

     

     

     

     

                  

  

  

  

  

 ‘찬양의 밤’

     

     ♠일시 : 12월 8일(주일) 성 김대건 광장 

     ♠주관 : 성모회

  

     

     

     

     

                  

  

  

  

  

 작은 선물 바자회 

  

   대상 : 2020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청 : 2020. 01. 05(주일) 12시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성당 사무실

       

         

 

    

   

  

 2020학년도 신망애 장학생 신청

  

  2020학년도를 함께 할 은빛대학 교사를 모집

  합니다.(학기 중 매주 목요일 봉사)

  문의 : 이 마리노아 수녀님 2128-0409

 은빛대학 교사 모집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

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

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

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

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

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

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

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

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

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

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

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11-14ㄱ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

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

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

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

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

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

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

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

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

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

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

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즉, 그

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

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

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교회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서 같은 하느님

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

함으로써,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1년을 한 주기로 하는 전례주년을 통해 구원역

사를 새롭게 기억하며, 하느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통

해, 교회 구성원 각자가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 성화의 길

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서 시작되고, 주님의 부활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전례주

년도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

작이 대림시기입니다. 대림 시기는 성탄 전 4주을 말하

며, 숫자 4는 구약의 4천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

간을 상징합니다. 대림은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해마다 기념하고, 그 탄생으로 우리

가 받은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 미

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오

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

한 희망을 매일 모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가장 확실히 발

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는 먼저, 내 마음을 기

쁨과 평화로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

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주님 계실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의미로서 

대림시기의 전례는 화려함을 피합니다. 주일미사 중에 

대영광송을 하지 않고, 사제가 입는 미사 제의는 회개와 

보속의 의미로 보라색 제의를 입으며, 4색의 대림초를 

만들어, 매주 촛불을 하나씩 새로 켜가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이 대림시기를 통해, 아버지 하느

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돌아서서, 당신

의 거룩함을 향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A Liturgia é a 'Adoração oficial oferecida a 
Deus'. Em outras palavras, é uma adoração oficial 
da Igreja, que realiza o sacerdócio de Cristo. A 
Liturgia é o ápice das atividades da Igreja e é a 
fonte de toda a força. Os objetivos das atividades 
da Igreja são que todos se tornem filhos do mesmo 
Deus na fé e no batismo, celebrar a Eucaristia do 
Senhor louvando e participando do santo 
sacrifício.

 Durante o ano litúrgico, que é um ciclo 
anual, a Igreja lembra novamente a história da 
salvação e dá glória a Deus. Pela gratidão, cada 
membro da Igreja é guiado pela graça da salvação 
ao caminho da santificação. O centro da liturgia 
inicia-se no nascimento de Cristo e é concretizado 
na ressurreição do Senhor e por isso, o ano 
litúrgico também é formado de acordo com o 
nascimento e a ressurreição de Cristo. Este início é 
o Advento. O Advento consiste nas 4 semanas que 
antecedem o nascimento de Jesus e o número 4 
indica o tempo de 4mil  anos do Antigo 
Testemunho, que foi esperado para a chegada do 
Salvador. O Advento significa a espera da chegada 
do Cristo Salvador. Mais especificamente, o 
Advento significa a celebração anual do 
nascimento de Jesus, que ocorreu em Belém, o 
relembrado da Salvação que recebemos através 
desse nascimento, e a espera pela chegada de 
Cristo até o último dia da nossa vida. Nós vivemos 
com a esperança da chegada de Cristo na Bíblia, na 
Santa Missa, nas orações e no nosso dia-a-dia. E 
nós podemos encontrar esta esperança, na Santa 
Eucaristia. 

 Durante esta época de espera pelo 
nascimento de Cristo, temos que encher os nossos 
corações de felicidade e paz. Se, mesmo com a 
chegada dele, não tivermos felicidade e paz nos 
nossos corações, não haverá onde Ele ficar. 
Portanto, nesta época, evitamos o esplendor. 
Durante a missa, não cantamos a Glória, o 
Sacerdote veste batina na cor roxa, que significa 
arrependimento e penitência, 4 velas de cores 
diferentes são acesas 1 em cada semana, e nós 
preparamos os nossos corações. Através deste 
Advento, nosso Deus Pai convida todos nós, em 
direção à sua santidade, abandonando as 
transgressões e pecados.

영성의 향기

성탄을 기다리며 Esperando o  Nascimento de C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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