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윤권중 시몬님께서 3월 11일(수)

  향년 81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윤현숙(모니카), 윤석찬(가브리엘), 

        윤현주(수산나), 윤현진(이네스)

2020년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59세대 3,342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627명 입니다.

♬입당�123�����♬예물준비�216,�217������♬영성체�161,�500�����♬파견�281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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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축일 3월 19일  

  강요셉(요셉)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사순 판공 성사 안내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일시 : 4월 9일(목)까지 미사 30분 전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19시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2차 : 사순 제4주일(3월 22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본당 긴급 지침(2차)’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월 27일에 긴급히 단체 모임을 중단하는 1차 지침

    을 전달하여 교우들과 한인 사회에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

    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려하던 한국 

    상황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브라질에서도 감염자가 이어

    지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과 같

    이 2차 지침을 결정하고 알려 드립니다.

1. 사순 제2주일(3월 14일 고등부 교리 및 미사)부터 모든  

♠성경 강좌 바오로 서간 개강 

  일시 : 3월 17일(화) 13호실

              (오전반-10시 / 오후반-저녁 미사 후) 

♠M.E 산행 

  일시 : 3월 21일(토) 8시 30분 성당 출발

  장소 : Cantareira Núcleo Engordador 

  회비 : 1인당 R$60(중식 및 음료수 포함)

  문의 : 권영소 대건 안드레 98436-9694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 3월 22일(주일) 

♠재속 프란치스코회

  일시 : 3월 29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화답송

    단체들의 본당 내 회합을 시작합니다. 단, 은빛대학과 주

    일 점심식사는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2.“개인 마스크를 휴대하시어” 각종 모임과 미사 중에 착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성당, 극장, 주방 

    을 잠정 폐쇄하고, 실내에서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것을 금하며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단 주일 성인 포어 미사는 문을 개방한 상태로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4. 평화의 인사 시 손을 잡거나 포옹은 하지 마시고, 미사 후 

    인사는 묵례로 대체합니다.

5. 해외 여행을 다녀온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최소 2주간 

    외출하지 마시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

    니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 주시고, 기침

     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주십시오.

7.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주요 증상이 

    있는 경우나 면역력이 약한 유아 노약자 등은 본당 주일 미 

    사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 묵주기도, 말씀 전례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8.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

    곳에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

    나신 분들을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별도로 

    첨부한 기도문을 매일 저녁 9시에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이번 감염증 확산의 정도를 지켜보고 추후 지

    침을 다시 통보할 것입니다. 

(제 2-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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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 12호실

▶하늘의 문 꾸리아 : 12시 30분 1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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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주님께�노래�부르세.�구원의�바위�앞에�환성�올리세.�감사하며�그분�앞에�나아가세.��������������������������

노래하며�그분께�환성�올리세.�◎

○�어서�와�엎드려�경배드리세.�우리를�내신�주님�앞에�무릎�꿇으세.������������������������������������������������������������

그분은�우리의�하느님,�우리는�그분�목장의�백성,�그분�손이�이끄시는�양�떼로세.�◎

○�오늘�너희는�주님�목소리에�귀를�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마싸의�그날�광야에서처럼,�너희�마음을�무디게�하지�마라.����������������������������������������������������������������

거기에서�너희�조상들은�나를�시험하였고,�내가�한�일을�보고서도�나를�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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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마태 9,29

일 자

3월 20일

3월 27일

4월 03일

4월 10일

주 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간

사순 제5주간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봉사

교육분과

청소년분과

소공동체

전례분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이상  감염되

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

심을 청합니다.

○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  들이 치료 방법

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 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대천사 라파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7,3-7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

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

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

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

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

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

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

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마싸와 므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5-8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

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

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

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

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

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

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

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

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

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

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

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

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

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

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

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

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

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

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

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

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

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

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

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

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있는 것이

다. 고민거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체가 잘

못된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편안하

게 사는 곳을 알고 싶은가? 그런 유토피아가 있다면 아

마도 공동묘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사

람들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걱정거리인 십자가를 어떠한 자세

로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문제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 철

학자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보

다는 자기 문제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똑같

이 지고 가야 할 모든 불행들을 한군데 모은다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시 찾아서 새롭게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용기있게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지고 가야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할

수록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 앞에 닥친 역경이나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라. 역경은 피할수록 걱정이 더 커

지고 오히려 과감하게 헤쳐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것이다.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는 찬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가

면 곧 시들어 버린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 새끼를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단련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험한 정

글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금과 

쇠붙이는 불로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서 강한 신앙인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따라서 역경

과 시련을 도전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 역

경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시련과 역경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

이다.

    성령님이시여,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극

복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토퍼의 하루에 3분 묵상’중에서)

    Todos passamos por certas dificuldades 
durante o percurso das nossas vidas. Todos 
aqueles problemas que nos perturbam sempre 
acontecem até o momento da nossa morte. É 
errado pensarmos em viver em paz, sem nenhum 
tipo de preocupação. Gostaria de conhecer o 
lugar pacífico onde não há preocupação? Essa 
utopia seria o cemitério. Pois lá, todas as pessoas 
estão em paz, sem preocupação. Então como nós 
devemos agir frente a Cruz, que representa as 
nossas preocupações?

 Se você puder trocar a sua preocupação 
com a de outra pessoa, o que faria? Sócrates 
disse: “Talvez você prefira seus problemas às de 
outra pessoa, pois se juntar os problemas das 
duas partes, a maioria optará por encontrar a 
solução do seu próprio problema e começar 
novamente.”

 Por instinto, o ser humano tende a fugir 
dos problemas que aparecem, ao invés de 
enfrentar. Porém, este problema tende a se 
dificultar caso tentarmos fugir desta cruz. Não 
fuja dos problemas que aparecem na nossa 
frente. Se fugir, o problema torna-se mais 
complicado e se tentarmos enfrentar, acabamos 
nos tornando mais fortes.

 As plantas que crescem em ambientes 
internos, ao serem expostas em ambientes 
externos, com ventos fortes, morrem com 
facilidade. Já os animais selvagens, como leões e 
tigres treinam os filhotes a partir do momento do 
nascimento, pois se não, não conseguirão 
sobreviver na selva. O Apóstolo Paulo disse que 
a nossa fé aumenta após turbulências, assim 
como o ouro de o ferro tornam-se mais fortes 
através do fogo. Sendo assim, considere seus 
obstáculos uma oportunidade. Se pensar que 
poderá usar as habilidades que Deus nos deu 
para enfrentar estes obstáculos, estas se tornarão 
uma oportunidade para melhorar a situação.

 “Espírito Santo, não nos deixe fugir dos 
obstáculos, mas dai-nos a coragem para enfrenta-
los.” (De “3 minutos ao dia” de Christopher)

영성의 향기

Qualquer um deverá carregar a sua própria Cruz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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