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1월 25일(토) 09시~12시 2층 교무실

         (1월 19일과 26일 주일은 교중 미사 전)     

              

     

     

     

                  

  

  

  

  

 2020학년도 대건한글학교 등록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김윤명 아오스딩님께서 1월 2일(목)

  향년 73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 이화순 아가다

  자녀 : 김은옥 미쉘리, 김은경 줄리아

        김은주 쉐일라, 김동규 다니엘

2020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38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712명 입니다.

♬입당�481����♬예물준비�216,�340����♬영성체�174,�496����♬파견�1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5                                         ◈ 보좌신부 : 강요셉(요셉) 2128-0418      

◈ 분원장수녀 : 황프란치스 2128-0427~8(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 복지위원회 : 99679-9403  

♣환자봉성체 : 1월 14일(화) 오전

♣평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안내

   평일 미사를 아래와 같이 임시 변경함을 알려

  드리오니 주보 표지의 미사 시간을 참조 하시

  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월 26일(목)~1월 17일(금)

♣유아 영세 : 1월 18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5설 합동 위령 미사 (설 : 월 일)

  일시 : 1월 26일(주일)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봉투를 1월 22일(수) 

  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제대초 봉헌 신청 

  2월 2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에 초 축성이 있  

  습니다. 1년동안 성당에서 사용할 제대초를 봉 

  헌 하실 분과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를 성물방

  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신앙학교 

  일시 : 1월 17일(금)~19일(주일)

  장소 : Hotel Estância Pi lar - Ribeirão Pires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1월 18일(토) 7시

♠포어 ACC(새신자 & 쉬는교우) 모임 

  일시 : 1월 18일(토) 15시 12호실

♠소공동체장 회의 

  일시 : 1월 19일(주일) 9시 11호실

♠요아킴회 월례회 

  일시 : 1월 19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 1월 19일(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고등부 캠핑 : 1월 22일(수)~26일(주일) Iporanga

♠은빛대학 교사 연수 

  일시: 1월 24일(금)~25일(토) São Carlos

♠2020년도 은빛대학 신청 안내

  일시 : 1월 26일(주일) ~ 2월 9일(주일) 3주간

  등록비 : 1인당 R$50(1년분)

화답송

♣2020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은총

  으로 사는자의 감사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2020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

  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임원 명단 제출 

  모든 단체(임원 변동이 없는 단체 포함)는 임원 

  명단(직책, 집과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

  Mai l )을 성당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2020년도 첫 영성체반 모집 

  대상 : 만 9세~14세

  신청 : 2월 2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와 유아 영세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 모두.

♣교적 변동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된 

  경우나 자녀의 혼인 또는 기타 사유로 분가하

  였을 경우에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교적은 신자 개인의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과 세례, 견진, 판공, 혼배 등의 성사관계 

  등을 기록하여 세속의 호적과 같은 구실을 하

  며 기록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 2-744호)

○�하느님의�아들들아,�주님께�드려라.�그�이름의�영광�주님께�드려라.���������������������������������������������������������

거룩한�차림으로�주님께�경배하여라.�◎

○�주님의�소리�물�위에�머무네.�주님이�넓은�물�위에�계시네.���������������������������������������������������������������������������

주님의�소리는�힘차고,�주님의�소리는�장엄도�하네.�◎

○�영광의�하느님�천둥�치시네.�그분의�성전에서�모두�외치네.�������������������������������������������������������������������������������������

“영광이여!”�주님이�큰�물�위에�앉아�계시네.�������������������������������������������������������������������������������������������������������������

주님이�영원한�임금으로�앉으셨네.�◎

이사  42,1-4.6-7제1독서 사도  10,34-38제2독서 마태  3,13-17복 음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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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 프란치스코회 : 교중 미사 후 13호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

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

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

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

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

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

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

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

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

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

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

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

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

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

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

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다. 공교롭게도 인체의 약 70% 정도가 수분이며, 지구의 

표면 5대양 6대주가 인체의 오장육부와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물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왔다. 물의 영성이란 

말이 타당한 이유는 물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인간과 하늘의 매개체인 물을 가지고 세례식 정결예식 

등에 사용된다. 물은 태양계를 벗어나 지상과 하늘의 연

결 매체가 된다. 우리는 물을 묵상하고 ,물을 통해 깊은 깨

달음을 얻을 수 있다. 

    물은 지극히 평범하다. 하느님은 깊은 진리를 평범속에 

담아 두셨다. 가장 위대한것은 평범한 것이다. 물은 맑고 

순수하다. 물은 담백하고, 화려하지 않다. 가장 자연스러

운 것이 물이다. 물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 우린 물을 떠나 

살수가 없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흘러 바다로 내려 

간다. 그리하여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 

‘낮은 곳’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다. 남을 내려다보면

서 살고 싶어하는 게 못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이

다. 그것 때문에 분노, 증오, 다툼, 전쟁, 살인이 끊이지 

않는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 한번 신나게 살아보겠다는 

게 그만 자기 망치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빚는다. 물은 스

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불은 다른것을 태우면서 자

신을 드러내지만 물은 자신을 감추는것을 좋아한다. 그래

서 물은 겸손하다. 물은 유연하고, 길이 막히면 기다린다. 

물은 고요하게 흐르지만 앞을 향해 전진한다. 물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면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킨다. 물의 열정은 

은은하고 부드러우면서 강인한다. 물은 큰 바다를 채운

다. 큰 바다에서 모든것을 품고 더러움을 씻어준다. 큰 바

다는 맑음과 더러움을 모두 품는다.

    물같이 큰 바다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가

장 낮은 곳에 임한 바다같은 분이다. 바다같은 예수님은 

모든것을 품고 모든것을 살리고, 정화시킨다. 그분은 우

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큰 바

다같은 품안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Coincidentemente, o corpo humano também é 
composto de cerca de 70% de água, pode-se 
relacionar os cinco principais oceanos e os seis 
continentes da Terra com os cinco órgãos viscerais 
do corpo humano. A água veio do céu ~ do espaço. 
Podemos dizer que a espiritualidade da água é 
válida por ser celestial; e esta água, que está entre 
o homem e o céu é utilizada para realizar as 
cerimônias de batismo. A água que escapa do 
sistema solar se torna o meio de conexão entre a 
terra e o céu. Podemos meditar na água e obter 
uma reflexão profunda através dela.

 A água é um elemento comum. Deus 
colocou as mais profundas verdades naquilo que é 
mais comum. A grandeza está na simplicidade. A 
água é limpa e pura. A água é leve e não é 
exuberante. A água é o que temos de mais natural. 
A água está sempre conosco. Não podemos viver 
sem água. A água corre de uma parte mais elevada 
para uma mais baixa e deságua em direção ao mar. 
Assim, se mantém sempre no nível mais baixo. O 
“nível mais baixo” é um lugar onde as pessoas não 
gostariam de estar. É a inevitável propensão dos 
seres humanos que querem viver sendo 
superiores aos outros. Por causa disso, raiva, ódio, 
brigas, guerras e assassinatos nunca acabam. 
Afinal, o homem nasce uma vez só e por isso busca 
ter uma vida de diversão, o que pode arruinar a 
sua própria vida ou até mesmo resultar na morte 
do outro. A água não se eleva. Enquanto o fogo se 
revela queimando as outras coisas, a água prefere 
se esconder. Por isso a água é humilde. A água é 
flexível e espera quando o caminho está 
bloqueado. A água flui silenciosamente, mas 
sempre estará se movendo para a frente. A água 
vive se movendo para reviver todas as coisas. A 
paixão da água é sutil, suave e ao mesmo tempo 
resistente. A água enche a grande extensão do 
mar. Ele abraça tudo que está no mar e lava a 
sujeira. O mar carrega tanto a pureza como a 
sujeira. 

 Jesus é como o mar, tão grande quanto a 
água e que se mantém no nível mais baixo. Assim 
como o mar, Jesus abraça, salva e purifica todas as 
coisas. Ele abraça todas as coisas e ama todos nós. 
Ele nos aceita sem se importar com o que temos. 
Somos felizes, pois vivemos abraçados pelo 
extenso mar de Jesus Cristo.

영성의 향기

물의 영성 /A Espiritualidade da Água

   천지 창조를 말하는 성경의 맨 첫마디가 물의 존재와 빛

의 생성을 말하고 있다. 즉,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

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지구의 71%가 해수면이

  As primeiras palavras da Bíblia sobre a 
criação do céu e da terra falam da existência da 
água e da criação da luz. A Terra estava sem forma 
e vazia, com trevas cobrindo o abismo e o espírito 
de Deus vagando sobre a água. Então Deus disse: 
“Que haja luz.” E a luz começou a existir. Cerca de 
71% da superfície da Terra é coberta por á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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