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62세대 3,346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86명 입니다.

♬입당�2�����♬예물준비�215,�220������♬영성체�502,�498�����♬파견�48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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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하여 주

  신 김 마리 문모 수녀님이 대구 수녀원 인사이

  동으로 2월 25일(화) 03시 25분 카타르 항공편

  으로 우리 본당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

  에 늘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하실 서 바오

  로(Paula) 수녀님을 환영하며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재의 예식

일시 : 2월 26일(수) 07시, 19시 미사

♣사순 판공 성사 안내  

일시 : 4월 9일(목)까지 미사 30분 전

장소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은빛대학 개학 미사 : 2월 27일(목) 9시 

♣성체강복 및 성시간 : 3월 5일(목)저녁미사 후

♠청소년분과 회의 : 2월 29일(토) 17시 11호실

♠안나회 월례회

  일시 : 3월 1일(주일) 12시 20분 13호실

♠사목평의회 : 3월 1일(주일) 12시 30분 극장

  본당에 소속된 모든 단체의 단체장과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7공동체 1반 모임 : 3월 1일(주일) 15시

  장소 : 조철호(프란치스코)댁 97207-3001

         R. São Vicente de Paulo, 502 Ap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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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학회 Cupula 연수 

  일시 : 3월 6일(금)~8일(주일)

  장소 : Riviera de São Lourenço, Bert ioga

♠영화 상영 ‘성 프란치스코’

  일시 : 3월 8일(주일) 12시 30분 극장

    

화답송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제 2-750호)

레위 19,1-2.17-18제1독서 1코린  3,16-23제2독서 마태  5,38-48복 음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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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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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회 캠프 : 2월 21일(금)~25일(화)

  장소 : Camping do Caio -  I lha Comprida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2호실

▶소공동체 임원 교육 : 12시 30분 13호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영화 상영 ‘성 베드로’ : 12시 30분 극장

  은빛대학 문화 행사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점심 봉사 : 도미누스 성가대

  다음 점심 봉사 : 요셉회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내�영혼아,�주님을�찬미하여라.�내�안의�모든�것도�거룩하신�그�이름�찬미하여라.�������������������������������������

내�영혼아,�주님을�찬미하여라.�그분의�온갖�은혜�하나도�잊지�마라.�◎

○�네�모든�잘못을�용서하시고,�네�모든�아픔을�없애시는�분.��������������������������������������������������������������������������

네�목숨을�구렁에서�구해�내시고,�자애와�자비의�관을�씌우시는�분.�◎

○�주님은�자비롭고�너그러우시며,�분노에는�더디시나�자애는�넘치시네.�����������������������������������������������������������

우리를�죄대로�다루지�않으시고,�우리의�잘못대로�갚지�않으시네.�◎

○�해�뜨는�데서�해�지는�데가�먼�것처럼,�우리의�허물들을�멀리�치우시네.���������������������������������������������������������

아버지가�자식을�가여워하듯,�주님은�당신을�경외하는�이�가여워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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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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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9,1-2.17-18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

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

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

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6-2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

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

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

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

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

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

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

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

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

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

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

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

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

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

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

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

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

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

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

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

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

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문화 산책

❁ 동부여의 금와왕, 유화 부인을 만나다

어느 날, 부여의 왕이었던 금와왕이 사냥을 나갔다

가 숲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었어요. 유화 부인은 하늘 신의 아들인 해

모수와 몰래 사랑에 빠져 쫓겨난 처지였어요. 금와왕

은 가여운 마음에 유화 부인을 궁으로 데려갔어요. 

❁ 유화 부인이 알을 낳다

얼마 후 유화 부인은 임신을 하여 커다란 알을 낳게 

되었지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불길하고 이상한 일이

었어요. 금와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알을 거리에 내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짐승들은 알을 

먹지도 않을뿐더러 알 주위를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 

새들은 알을 품어 주기까지 했고요. 금와왕이 알을 직

접 깨려고도 해봤지만, 알은 끄떡없었어요. 금와왕은 

어쩔 수 없이 알을 가져와 다시 유화 부인에게 돌려주

었답니다.

❁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다

얼마 후 알에서는 아주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났

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비한 기운이 있었던 이 아이

는 잘생기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활을 아주 잘 쏘

아서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지요. 아이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여 말인 주몽이라는 이름으로 불

렸어요.

❁ 주몽, 금와왕의 아들들에게 위협을 느끼다

금와왕의 왕자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주몽을 질투했어요. 특히 금와왕의 맏아들인 대

소 왕자는 주몽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몽은 부

여를 떠날 결심을 했답니다.

❁ 자라와 물고기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주몽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동부여를 떠

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주몽은 강 앞에 다다랐

어요. 뒤로는 대소 왕자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는

데 주몽에게는 배가 없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지요. 발

을 동동 구르던 주몽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천제의 손자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 주

몽이다. 내 뒤를 쫓는 자가 있으니 강을 건너 피할 수 있

게 해 다오.”

그러자 강 위로 자라와 물고기들이 나타나 주몽 일

행이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무

사히 강을 건너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주몽은 졸본 부

여에 도착했어요. 

❁ 소서노라는 여인을 만나다

주몽은 졸본 부여에서 소서노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요. 소서노는 졸본 부여의 공주로 남편이 일찍 죽

어 혼자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지요. 

주몽은 소서노와 함께 신하와 장수들을 모으고 백성들

을 다스려 마침내 기원전 37년,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주몽은 22세의 어린 나이였고, 

동명성왕이라 불렸답니다.

❁ 주몽은 정말 물고기와 자라를 타고 강을 건넜을까?

정말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까? 주몽을 구해 

준 물고기와 자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강가에 

사는 부족들을 상징하는 거야. 즉 주몽이 위기에 처하

자, 강가에 사는 부족들이 주몽을 도와 구해 줬다는 뜻

이지.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

알에서 태어난 주몽, 고구려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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