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62세대 3,346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97명 입니다.

♬입당�329�����♬예물준비�219,�342������♬영성체�158,�168�����♬파견�77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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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가지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작년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2월 

  23일(주일)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재의 예식

일시 : 2월 26일(수) 07시, 19시 미사

♣은빛대학 개학 미사 : 2월 27일(목) 9시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강학회 캠프 : 2월 21일(금)~25일(화)

  장소 : Camping do Caio -  I lha Comprida

♠향심 기도 모임 

  일시 : 2월 23일(주일) 12시 30분 12호실

♠소공동체 임원 교육

  일시 : 2월 23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성소후원회 : 2월 23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영화 상영 ‘성 베드로’

  일시 : 2월 23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은빛대학 문화 행사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ACC(예비신자, 새신자, 쉬는 교우) 피정

  일시 : 3월 15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Mary Ward 피정의 집

  신청 : 3월 1일(주일)까지 예비신자 교리반

  회비 : R$50,00

    

화답송

  

(제 2-749호)

집회 15,15-20제1독서 1코린  2,6-10제2독서 마태  5,20-22ㄴ.27-28.33-34ㄴ.37복 음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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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장 : 9시 3층 대회의실 

▶대건회 : 10시 3층 대회의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신망애 장학회 : 12시 30분 3층 대건관

▶M.E 임원 모임 : 12시 30분 12호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장소 :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3층 대회의실 

▶4공동체 모임 : 점심 봉사 후 연회장

▶오늘 점심 봉사 : 4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도미누스 성가대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행복하여라,�온전한�길을�걷는�이들,�주님의�가르침을�따라�사는�이들!�������������������������������������������������������

행복하여라,�그분의�법을�따르는�이들,�마음을�다하여�그분을�찾는�이들!�◎

○�당신은�규정을�내리시어,�어김없이�지키라�하셨나이다.��������������������������������������������������������������������������������

당신�법령을�지키도록,�저의�길을�굳건하게�하소서.�◎

○�당신�종에게�은혜를�베푸소서.�제가�살아�당신�말씀�지키오리다.�����������������������������������������������������������������

제�눈을�열어�주소서.�당신의�놀라운�가르침�바라보리이다.�◎

○�주님,�당신�법령의�길을�가르치소서.�저는�끝까지�그�길을�따르오리다.���������������������������������������������������������

저를�깨우치소서.�당신�가르침을�따르고,�마음을�다하여�지키오리다.�◎

  

   수업일 : 화요일 오전 10시 / 19시 40분

  강좌 1 : 요한 서간, 요한 묵시록(3월~6월)

           시편(9월~11월) : 둘째, 넷째(화)

  강좌 2 : 바오로 서간 : 셋째(화) 

  수강료 : 강좌 1 - 강좌별 R$50

           강좌 2 - 1년 R$50

   신청일 : 2월 23일(주일) 까지

 

          

  

  

  

2020년 성경 공부반 

 

    대전 교구장이신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성사가 거행됩니다.  

    1.견진일시 : 7월 19일(주일) 교중미사

    2.견진대상 : 세례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만

                 12세 이상 본당 교우

                 (2008년 7월 19일 이전 출생)

    3.견진신청 : 5월 31일(주일)까지 사무실

    4.견진교리 : 추후 고지 

      

  

  

  

  

견진성사 안내

  고등학생 : 조정서, 박현주, 이윤재, 한민,

             박용규, 박지은, 차은서 - 7명  

  

2020년도 신망애 장학생 명단

대학생 : 오조은, 원다연, 김은혜, 김덕우, 

         김은진, 유민우, 김셀리, 오지은

         전민호, 전도희 - 10명

제22차 성령 쇄신 묵상회

강사: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 교구)

(전국 성령쇄신봉사회 대표 지도신부 역임)

날짜: 6월 4일(목)~7일(주일) 3박 4일

장소: Itaic i 피정의 집 

회비: 2인 1실 - 690헤알

      독방 - 750헤알 (분할 지불 가능)

신청: 3월 1일(주일)부터 성당 광장

문의 : 성령기도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마태 9,29

일 자

3월 06일

3월 13일

3월 20일

3월 27일

4월 03일

4월 10일

주 간

사순 제1주간

사순 제2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간

사순 제5주간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봉사

신심분과

교육분과

청소년분과

소공동체

여성분과

전례분과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봉사분과2월 28일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15-20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

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

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

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

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6-10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

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

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

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

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

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

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

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

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

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0-22ㄴ.27-28.33-34ㄴ.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

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

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

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

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

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

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

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

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태어나는 것일 수 있다.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는 어려움은 아닐

까?

되어야 할 우리, 진정으로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닐까?

그것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건, 이름없는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능력있는 사람이건, 능력없는 사람이건...

이 모든 것은 사실들의 외양일 뿐,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 놀라운 충동을 내 안에서 알아차린다면,

어제였던 내가 오늘은 더 이상 같은 내가 아님을 알아

차린다면,

그대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리라.

어제는 희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을 오늘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리라....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낡아지기 않기 위해서

그대가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Talvez a maior dificuldade da nossa vida não 

seja o viver.

Ao contrário, talvez seja o nascimento.

É fato que há muitas dificuldades durante a 

nossa vida.

Porém, isso não seria a dificuldade para 

renascer?

Não seria a dificuldade de renascer como 

deveríamos ser, e como gostaríamos de ser?

Isto é porque nós não somos sinceros com 

relação a como somos externamente.

Seja um famoso ou não, seja rico ou pobre, seja 

competente ou não, tudo isso é algo muito 

superficial.

Todos nós somos seres que desejamos nascer.

Se perceber este impulso e se perceber que a 

diferença entre o “eu” de ontem e de hoje, você 

está renascendo.

Se hoje sentir o amor que ontem não havia 

sentido, você está renascendo.

Que você tenha certeza de que na vida, o mais 

importante não é o viver, mas sim o contínuo 

renascimento para não desgastar.

영성의 향기

A coragem de nascer태어나는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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