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65세대 3,355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914명 입니다.

♬입당�55�����♬예물준비�421,�221������♬영성체�165,�166�����♬파견�300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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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강요셉(요셉) 신부님의 직무 수여를 위해 본당

  을 방문해 주신 에두아르도 주교님을 환영합니

  다. 주교님과 강 요셉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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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목평의회 정기총회 

  일시: 2월 2일(주일) 오늘 12시 30분 극장

  대상 : 본당에 소속된 모든 단체장 및 임원

         참석을 원하는 신자 모두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기총회에 모든 단체장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

  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공동체 월례회

  일시 : 2월 3일(월) 18시 30분 김호상(시몬)댁 

         R. Bandeirantes 86 Salão de Festa

♠교육분과(교리반, ACC) 월례회

  일시 : 2월 4일(화) 19시 40분 14호실

♠영화 상영‘두 교황’ : 2월 6일(목) 9시 극장 

 은빛대학 문화 행사에 교우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등부 교리 교사 연수

  일시 : 2월 7일(금)~9일(주일) Ribiera

♠대건한글학교 개학 : 2월 8일(토) 9시

♠주일학교 개학 : 2월 9일(주일) 9시 미사 후

♠자모회 모임

  일시 : 2월 9일(주일) 10시 30분 3층 대회의실 

♠라우다떼 반주단 모임

  일시 : 2월 9일(주일) 12시 30분 대성당

♠성모회 : 2월 9일(주일) 12시 30분 22호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일시 : 2월 9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제대회 : 2월 9일(주일) 12시 30분 14호실

화답송

♣환자 봉성체 : 2월 4일(화) 

  환자 봉성체나 병자 성사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체강복 및 성시간 

  일시 : 2월 6일(목) 저녁 미사 후

♣2020년도 은빛대학 신청 안내

  일시 : 1월 26일(주일) ~ 2월 9일(주일) 3주간

  등록비 : 1인당 R$50(1학기)

♣2020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교회의 유지 발전과 선교활동을 위해 

  신자들이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봉헌하는 헌금입니다. 2020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어 예비신자 교리반 

  일시 : 매주 토요일 17시 12호실

  포어 예비신자 교리반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포어 교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제 2-747호)

말라  3,1-4제1독서 히브  2,14-18제2독서 루카  2,22-40복 음

*�고해성사는�미사�시작�30분�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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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교사 연수 : Nazare Paul ista

  일시 :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안나회 : 12시 10분 13호실

▶사목평의회 정기총회 : 12시 30분 극장

▶오늘 점심 봉사 : 별도 봉사팀

  다음 점심 봉사 : 대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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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들아,�머리를�들어라.�영원한�문들아,�일어서라.�영광의�임금님�들어가신다.�◎

○�영광의�임금님�누구이신가?�힘세고�용맹하신�주님,�싸움에�용맹하신�주님이시다.�◎

○�성문들아,�머리를�들어라.�영원한�문들아,�일어서라.�영광의�임금님�들어가신다.�◎

○�영광의�임금님�누구이신가?�만군의�주님,�그분이�영광의�임금님이시다.�◎

  

   수업일 : 화요일 오전 10시 / 19시 40분

  강좌 1 : 요한 서간, 요한 묵시록(3월~6월)

           시편(9월~11월) 

           둘째, 넷째(화)- 황 프란치스 수녀님

  강좌 2 : 바오로 서간 

           셋째(화) - 이 마리 노아 수녀님 

  수강료 : 강좌 1 - 강좌별 R$50

           강좌 2 - 1년 R$50

   신청일 : 2월 23일(주일) 까지

 

          

  

  

  

2020년 성경 공부반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고)박춘자 비아님께서 1월 27일(월)

  향년 86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안병덕 토마스, 안병현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

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

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

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

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

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

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14-18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

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

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

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

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

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

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

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

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

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

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

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

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

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

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

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

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

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

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

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

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

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

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

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

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

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

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

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

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

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

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성경본문 : 루카 2,22-40

♣ 성경구절 : “주님께 바쳤다.”(루카 2장 22절)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였지만 너무나

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님을 봉헌할 때에,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축복해주고 

지켜주시기를 부모로서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메온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동시에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 며 , 또  반 대 를  받 는  표 징 이  되 도 록  정 해 졌 습 니

다.'(34절)라는 예수님의 앞날에 대한 너무나도 아픈 이

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어쩌면 부모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막아설 수도 있

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들 

예수님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봉헌'은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일이며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령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르고 나에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약속을 수반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

하시고,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잉태 순간

에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봉헌하는 순간에도 부모로서 그 

마음을 함께 봉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하느님을 믿고 계신가요?

나눔1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한 적이 있

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나눔2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해야 하지만 사실 진심으

로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함에 

있어서 주저했거나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Leitura da Bíblia: Lc 2, 22-40
♣ Versículo da Bíblia: “Apresentou ao Senhor” 
                                         (Lc 2, 22)

Obedecendo a Lei de Moisés, José e Maria 
apresentaram o menino Jesus para Deus. Mesmo 
que tenha sido concebido pelo Espírito Santo, Jesus 
era seu amado filho, por isso, quando José e Maria 
foram apresentar Jesus, com certeza fizeram 
desejando, do fundo do coração, que Deus o 
abençoasse e o protegesse, como todos os pais 
desejariam. Mas essa esperança não durou muito. 
Porque junto das palavras de benção do Simeão, 
ouviram também algo doloroso a respeito do 
futuro de Jesus: “Essa criança será a causa tanto de 
quedas como de reerguimento de muitos em Israel. 
Ele será também um sinal de contradição” 
(versículo 34). Mesmo que a Bíblia não tenha 
registrado a reação de José e da Maria depois de 
terem ouvido essas palavras, não é difícil deduzir 
qual foi o sentimento deles.

Mas José e Maria as aceitaram humildemente. 
Não sabiam o que iria acontecer, e como pais, 
podiam muito bem intervir dizendo 'isso não 
acontecerá', mas eles não fizeram nada disso. Pois 
eles já tinham 'apresentado' seu filho Jesus.

'Apresentar' significa entregar a Deus e deixar 
com Deus. Isso quer dizer que se comprometeram 
em seguir a vontade de Deus, mesmo que isso vá 
contra o seu desejo e seja algo doloroso. Essa 
promessa mostra ainda o amor de Deus por mim, e 
também está baseado na minha confiança de que, 
mesmo não entendendo todo seu motivo, sei que 
Deus me guiará para o melhor caminho. José e 
Maria, com a mesma fé de quando Jesus foi 
concebido, no momento que apresentaram Jesus, 
estavam apresentando ao mesmo tempo esses 
sentimentos como pais. Vocês acreditam fielmente 
em Deus do amor, sendo assim, capazes de 
apresentarem tudo que possuem para Deus em 
qualquer momento?

Partilha1. Eu já apresentei a coisa mais preciosa a Deus? 
Tentem lembrar o que sentiram naquele momento.

Partilha 2. Devemos apresentar tudo para Deus, mas 
fazer isso com sinceridade não é algo fácil. Vamos 
compartilhar com sinceridade o que te fez hesitar ou que 
te fez ter medo na hora em que estavam apresentando a 
Deus.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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