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가해)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38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680명 입니다.

♬입당�487����♬예물준비�220,�332����♬영성체�175,�168����♬파견�100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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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

  시길 기원합니다.

♣판공 성사표 제출 

   브라질 성당이나 여행 중에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판공성사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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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봉성체 : 1월 14일(화)

♣유아 영세 : 1월 18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 1월 9일(목) 저녁 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일시 : 1월 12일(주일) 교중 미사 후 13호실

♠주일학교 신앙학교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9일(주일)

  장소 : Hotel Estância Pi lar - Ribeirão Pires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 1월 18일(토) 7시

♠1월 전례 봉사 안내 : 1공동체 봉사

♠신임 사목평의회 상임위원 명단(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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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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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시스와�섬나라�임금들이�예물을�가져오고,�세바와�스바의�임금들이�조공을�바치게�하소서.�������������

모든�임금들이�그에게�경배하고,�모든�민족들이�그를�섬기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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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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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60,1-6제1독서 에페  3,2.3ㄴ.5-6제2독서 마태  2,1-12복 음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07:00  

09:00  

10:30

07:0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미사

시간

  

19:00

  

19:00 07:00  
07:00  

19:00

요일

미사시간

월 화,수,목 금 토

07:00 19:00 07:00 07:00 19:00

심경섭 타대오
최아미 모니카

05일

12일

19일

26일

권영소  

 방호원 요아킴
 윤명순 

최은정 헬레나

해 설 봉 헌독 서

  이병준 모이세 

 김덕남 데레사

 이수남 시몬
이미경 마리아

 김영일 요아킴
우승희 도로테아

대건안드레

  최태훈 토마스 

 장윤철 요한
강영민 말티나

강문국 레오날도

소화데레사

 박준성 토마스
최지선 카타리나

권미경 소피아
나인순 헬레나 감사 신현경 카타리나

사목회장 베네딕도 

직 책 이 름 세례명

김병국 

사목부회장 
성상우 요셉 

최지호 요셉피나

행정부회장 명세용 루도비꼬

소공동체부회장 김예순 로렌죠

청소년부회장 김대홍 콘스탄티노

여성부회장 윤명옥 세실리아

재정부회장 서윤경 말가리다

차세대준비위원회 한태현 시몬

기획실 김기남 요한 비안네

홍보실 김현아 베로니카

총무 안미정 이네스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이순옥 마리아님께서 12월 30일(월)

  향년 7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남편 : 김정규 이나시오

  자녀 : 김성민 엘리사벳, 김지민 헤지나,

        김바오로

     

     접수 : 1월 18일(토), 1월 25일(토)

            09시~12시 2층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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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건한글학교 등록



오늘의 전례

영성의 향기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

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

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

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

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

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

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

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

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

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

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

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2.3ㄴ.5-6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

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

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

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

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

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

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

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

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

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

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

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

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

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

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

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

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

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

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

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

다.

2.�마르타�증후군�-�일만�열심히�하고�“주님의�발치에�����

앉아”�쉴�줄�모르는�병.

3.�정신적�영적�결석증�-�“예수님의�마음”을�잃어버린����

돌로�된�심장을�가진�병.

4.�지나친�계획과�기능주의�증후군�-�완벽한�계획만이���

일을�성공시킬�수�있다는�회계사와�사업가의�정신으로�사

는�병.�최고의�처방은�성령의�자유로운�이끄심에�자신을�

맡기는�것.

5.�나홀로�증후군�-�친교와�협력없이�혼자서�일하는�병.

6.�영적�치매�-�주님을�만난�기억과�첫�마음을�잊어버리고�

자신이�만든�우상의�노예로�사는�병

7.�경쟁과�영적�허영심�증후군�-�자신의�영광을�삶의�목적

으로�“그리스도�십자가의�원수”로�살아가는�병.

8.�존재론적�정신분열증�-�위선적인�이중생활로�현실과�

사람들과의�만남�없이�사도직을�하지않고,�행동하지�않는�

질병.

9.�호박씨(뒷담화)�증후군�-�직접적으로�말할�수�있는����

용기가�없어�뒤에서�험담하는�병.

10.�장상(책임자)�우상화�증후군�-�성공주의와�기회주의

의�희생자들이�앓는�질병으로,�장상을�우상화하고�찬미하

며�개인적인�혜택을�얻고자�하는�병.

11.�무관심�증후군��자기�자신을�위해�살며,�따뜻하고��

진실된�인간관계를�맺지�못하는�병.

12.�조문객�증후군�-�자신의�내적�불안정과�두려움을����

장례식장에�참석한�듯�침울하고�무뚝뚝한�심각한�표정과�

겸손·�열정·�행복·�기쁨이�없는�얼굴로�사는�병.

13.�저장�강박증�-�불필요한�세상�것들로�자신의�안정과�

존재론적�공허함을�채우는�병.

14.�끼리끼리�증후군��공동체의�공동선을�향하기보다,�

마음에�맞는�사람들끼리�모여�공동체의�조화와�일치를����

위협할�수�있는�악성종양이�될�수�있는�병.

15.�출세�지향�증후군�-�세상적인�힘과�명예를�추구하며,�

다른�사람을�중상하고�비방하는�등�자신의�목적�달성을��

위해서는�어떠한�수단도�정당화시키는�병.

2. Síndrome de Marta : uma doença que só trabalha, em 
vez de descansar “sentando aos pés de Jesus”.

3. Doença de empedramento do pensamento e do 
espírito : Doença daqueles que perdem “os sentimentos 
Jesus”, possuindo um coração virado em pedra.

4.  Síndrome da excessiva planificação e  do 
funcionalismo : Doença daqueles que vivem com 
mentalidade de contador e empreendedor, acreditando 
que somente com planejamentos perfeitos conseguirá o 
sucesso. O melhor remédio para estes é deixar que o 
Espírito Santo os guie livremente.

5. Síndrome do individualismo : Doença daqueles que 
trabalham sem a comunhão e cooperação.

6. Alzheimer espiritual : A pessoa esquece os 
sentimentos e lembranças do primeiro encontro com 
Senhor, vivendo como escravo do ídolo que ele mesmo 
criou.

7. Síndrome da rivalidade e da vanglória : A pessoa tem 
como objetivo a glória pessoal, vivendo como “inimigos 
da cruz de Cristo”.

8. Esquizofrenia existencial : Os que sofrem com essa 
doença vivem uma vida dupla com hipocrisia, não tendo 
contato com a realidade e pessoas, acaba abandonando o 
serviço pastoral, não toma nenhuma atitude.

9. Síndrome dos fofoqueiros : Sem coragem para falar 
diretamente, fala mal das pessoas pelas costas.

10. Doença de divinizar os líderes : Doença daqueles que 
sofrem de carreirismo e oportunismo, em que idolatra e 
louva os Superiores na esperança de conseguir ganho 
pessoal.

11. Síndrome da indiferença : Doença daqueles que só 
pensa em si mesmo, não conseguindo manter uma 
relação sincera e calorosa com outras pessoas.

12. Doença da cara de enterro : Devido a sua insegurança 
e medo interior, as pessoas que sofrem dessa doença 
vivem com expressões sombrias e sérias como se 
estivessem em um velório, vivem com um rosto sem 
humildade, paixão, alegria e felicidade.

13. Transtorno de acumulação compulsiva : Doença 
daqueles que buscam coisas desnecessárias e fúteis do 
mundo para se sentir seguro e preencherem seu vazio 
existencial.

14. Doença de grupinhos : Em vez de seguir o bem 
comum da comunidade, um grupo é formado entre as 
pessoas que se gostam, podendo prejudicar a harmonia e 
a existência da comunidade, assim como um tumor 
maligno.

15. Vício pelo sucesso : É a doença das pessoas que 
buscam poder e a honra mundana, e para isso, são 
capazes de caluniar, difamar e desacreditar os outros, 
contando que alcancem o seu objetivo faz uso de todo e 
qualquer meio, muitas vezes dizendo que é em nome da 
justiça.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단한 교회의 15가지 질병
As 15 doenças da Igreja, segundo o Papa Francisco

1.�영원�불멸�증후군�-�자신을�반드시�필요한�불멸의�존재

로�생각하고�정기적으로�영적�건강검진을�필요로�하지�않

는�병.�최고의�처방은�“저는�보잘�것�없는�종입니다.�그저�

해야�할�일을�했을�뿐입니다”라고�고백하는�것.

1. Síndrome da eternidade : uma doença que considera a 
si mesmo como indispensável e imortal, não vendo a 
necessidade de fazer exames periódicos da sua saúde 
espiritual. O melhor remédio é confessar dizendo: “Sou 
um servo como qualquer outro, apenas fiz o que tinha 
que f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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