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12월 14일(토) / 12월 21일(토)

              09시~12시

     ♠장소 : 대건한글학교 교무실(2층)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

                        

     

     

     

                  

  

  

  

  

 2020학년도 대건한글학교 등록

2019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3세대 3,38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28명 입니다. 

♬�입당�481�����♬�예물준비�217,�340�����♬�영성체�154,�170�����♬�파견�89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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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호)

○�하느님,�당신의�공정을�임금에게,�당신의�정의를�임금의�아들에게�베푸소서.�����������������������������������

그가�당신�백성을�정의로,�가련한�이들을�공정으로�다스리게�하소서.

○�저�달이�다할�그때까지�정의와�큰�평화가�그의�시대에�꽃피게�하소서.������������������������������������������������

그가�바다에서�바다까지,�강에서�땅끝까지�다스리게�하소서.�◎

○�그는�하소연하는�불쌍한�이를,�도와줄�사람�없는�가련한�이를�구원하나이다.�������������������������������������

약한�이,�불쌍한�이에게�동정을�베풀고�불쌍한�이들의�목숨을�살려�주나이다.�◎

○�그의�이름�영원히�이어지며�그의�이름�해처럼�솟아오르게�하소서.����������������������������������������������������

세상�모든�민족들이�그를�통해�복을�받고�그를�칭송하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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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성당 달력 수령

   성당 달력을 가구당 2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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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회‘작은 선물 바자회’ : 성 김대건 광장

▶안나회 : 교중 미사 후 13호실

▶제대회 : 교중 미사 후 14호실

▶12월과 1월은 본당 점심이 없습니다.

♣‘성탄 소망 카드’구유에 봉헌 

  본인의 소망을 카드나 편지에 적어서 구유에 

  있는 단지에 넣어 주십시오. 

♣환자봉성체 : 12월 10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주일 특별 헌금 : 12월 15일(주일) 

   상파울로 대교구에서는 대림 제3주일(자선주 

  일)에 특별헌금을 합니다. 

♣주일 점심 봉사 희망 단체 신청 

  내년(2020년도) 주일 점심 봉사를 해 주실 단체

  (소공동체 포함)는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이사��11,1-10제1독서 로마��15,4-9제2독서 마태��3,1-12복 음

07:00
09:00  
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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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대건유치원 제41회 졸업식 및 발표회 

  일시 : 12월 12일(목) 18시 30분 극장

♠고등부 고3 연수 

  일시 : 12월 13일(금)~15일(주일)

  장소 : Extrema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12월 15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주일학교‘성탄 예술제’ 

  일시 : 12월 22일(주일) 12시 30분 극장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2월 22일(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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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대건관 & 13호실

♠본당 소속 모든 단체장 : 12월 15일(주일) 18시

                         성당 연회장 

♠성령기도회 : 12월 19일(목) 20시 30분 광장

     

     

                  

  

  

  

  

 단체별 총회 및 송년회 안내

  

   대상 : 2020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청 : 2020. 01. 05(주일) 12시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성당 사무실

       

         

 

    

   

  

 2020학년도 신망애 장학생 신청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1,1-10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

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

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

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

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

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

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

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

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

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

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

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겨레들

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5,4-9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

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

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

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

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

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

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

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

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

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

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

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12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

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

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

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

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

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

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

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

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

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

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

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

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

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깨끗한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삽니다. 하느님 역시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십니다. 판단 기준도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

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깨끗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를 살게 합니다. 새삼 깨끗한 마음은 고정적 실재

가 아닌 유동적 실재입니다.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

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

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

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

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

다." (에제18,26-28). 의인과 악인은 고정적이 아님을 봅

니다. 회개할 때 의인이요 의인으로 살았어도 악을 저지르

면 악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인으로 잘 살았어도 정의

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살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역시 

초점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지금 여기서 공정과 실천

을 살 때 깨끗한 마음의 의인이요 그는 죽지 않고 삽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다음 일화는 특별한 길을 권한

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물었다. “마음의 순결이 무

엇인지 아는지요?”...레오 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난 

받을 아무런 결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성

인이 말했다. “아, 수사님의 슬픔을 이해하겠군요. 수사님

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테니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레

오.” 프란치스코 성인은 계속 말했다. “마음의 순결에 대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시

오! 수사님의 시선을 하느님께 향하시오. 지극히 선하신 하

느님께 감사드리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향할 때 자

신을 돌아보지 마시오. 완전하지 않다는 슬픔은 오로지 인

간적인 감정일 뿐이오. 수사님의 시선을 훨씬 높게 올려야 

하오. 더, 더 높이! 그곳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의 하

느님이 계신다오. 순결한 마음은 다름 아닌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흠숭하는 마음이라오. 하느님의 영

광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깨달으시오. 하느님이 계시다. 

그것이면 충분하오!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진다오.” 프란치

스코 성인의 이 말씀처럼 머리를 숙이면 우리의 시야는 한

없이 좁아진다. 의기소침한 사람은 이 시편의 말씀을 상기

해야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들고 자세를 똑바로 하라.” 우

리는 시선을 높이 두어야 한다. 더욱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한

다. 하느님의 영광은 우리 영혼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빛

과도 같다.

limpo, nossos pensamentos, falas e gestos também 
serão puros. Aqueles com coração limpo não vivem 
no passado e nem no futuro, vive o 'agora'. Da 
mesma maneira, Deus não vê o passado, e sim, vê 
aqui e o agora. O parâmetro para julgamento não é a 
vida do passado, mas a vida de agora. Uma vida de 
arrependimentos sem fim torna o coração mais 
limpo. Permite que vivamos o aqui e agora. Um 
coração limpo não é uma realidade fixa, mas flexível. 
“Se alguém bom abandonar a sua justiça e cometer 
uma injustiça, ele morrerá. Morrerá pelo mal que 
causou. No entanto, mesmo que seja mau, se ele 
afastar dos pecados que cometeu e ser justo e 
praticar a justiça, este se salvará”. (Ezequiel 18, 26-
28). Percebemos então, que o bom e o mau não é algo 
fixo. Quando tem arrependimento é alguém bom, 
mas mesmo sendo do bem, se praticar o mal, será 
alguém do mal. Ainda que tenha vivido o passado 
como uma pessoa boa, isto não adiantará nada se der 
as costas para justiça e praticar injustiça. O que 
importa é praticar a justiça aqui e agora. Assim, a 
c h a v e  é  o  a r r e p e n d i m e n t o .  A t r a v é s  d o 
arrependimento, sendo justo aqui e agora, será 
alguém bom com coração limpo, e este não morrerá.

 A seguinte história é do São Francisco de 
Assis e ele nos apresenta um caminho especial. Um 
dia o São Francisco perguntou: “Sabe o que é um 
coração puro?”... Irmão Leo respondeu: “É algo sem 
falhas ou culpa para ser criticado”. Então São 
Francisco disse: “Agora entendo a sua tristeza irmão. 
Por causa dos erros que sempre está cometendo. 
Escute-me Leo”. São Francisco continuou: ”Pare de 
ser pessimista a respeito da pureza do coração e não 
fique mais triste! Olhe para Deus. Agradeça a Deus, 
o mais bondoso dos bons. E quando estiver indo em 
direção a Deus, não vire para se olhar. A tristeza por 
não ser perfeito é apenas um sentimento humano. 
Irmão, você deve elevar ainda mais o seu olhar. 
Mais, e mais alto! Lá está Deus da glória, o 
incompreensível aos homens. Coração puro é nada 
mais do que um coração que adora constantemente 
Deus, aquele que é o verdadeiro e que está vivo. Olhe 
apenas para glória de Deus, e obtenha compreensão 
dele. Deus está aqui. Isso é suficiente! Dessa forma, o 
coração ficará mais leve”. Assim como a palavra do 
São Francisco, se baixarmos nossas cabeças, nosso 
campo de visão diminuirá e ficará estreita. Uma 
pessoa deprimida deve guardar essas palavras do 
Salmo: “Levante a sua cabeça e ajeite a postura”. 
Devemos pôr nossos olhos em pontos altos. E 
precisamos elevar cada vez mais em pontos ainda 
mais altos. A glória de Deus é igual à luz que penetra 
nas trevas das nossas almas.

영성의 향기 마음의 순결  / Pureza do coração

   모든 수행의 궁극목표도 마음의 순결입니다. 순결한 마음

은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하느님을 봅니

다. 마음이 깨끗해야 생각도 말도 행위도 깨끗합니다. 마음

 Objetivo final de toda prática espiritual é a 
pureza do coração. Ter um coração puro é ter benção 
e sabedoria. Quando nossos corações estiverem 
limpos é que enxergaremos Deus. Com coraç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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