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성령 묵상회

강사: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 교구)

(전국 성령쇄신봉사회 대표 지도신부 역임)

날짜: 6월 4일(목)~7일(주일) 3박 4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마태 9,29

2020년 3월 1일 사순 제1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62세대 3,346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742명 입니다.

♬입당�490�����♬예물준비�513,�219������♬영성체�175,181�����♬파견�280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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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판공 성사 안내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일시 : 4월 9일(목)까지 미사 30분 전

♣성모 신심 미사 : 3월 7일(토) 7시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사순절에 보속과 희생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1차 : 사순 제2주일(3월 8일)

  2차 : 사순 제4주일(3월 22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본당 긴급 지침’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곳 브라

     질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하고 2월 26일(수) 본당 사제 

     수도자와 상임위원들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 방안

     을 심도있게 논의 한 결과 교우와 한인사회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본당 방침을 결정하고 알려드리

     오니, 교우 여러분들과 모든 단체는 지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당에서는 미사만 허용합니다. 레지오 마리애와 소공 

   동체 모임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의 본당 내 회합이나 행

   사, 외부의 모임은 2월 27일(목)부터 3월 14일(토)까

   지 잠정 중단하며, 주일 점심 식사(3월 1일, 8일)도 없습

   니다.

♠강학회 Cupula 연수 

  일시 : 3월 6일(금)~8일(주일)

  장소 : Riviera de São Lourenço, Bert ioga

♠프란치스코회 서약식 

  일시 : 3월 7일(토) 아침 7시 미사 중

♠ACC(예비신자, 새신자, 쉬는 교우) 피정

  일시 : 3월 15일(주일) 7시 미사 후 출발

  장소 : Mary Ward 피정의 집

♠3월 전례봉사 안내 : 3공동체 봉사

    

화답송

 2. 평화의 인사 시 악수나 포옹을 금지하고, 미사  후 인사

     는 묵례로 대체합니다. 

 3. 금요일 공동 십자가의 길 예식을 잠정 중단하오니 개별

     적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2주간 외출하지 마시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5.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주요 증상

     이 있는 경우나 면역력이 약한 유아  노약자 등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 제74조  4항”에 따라 본당 주일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 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밀폐된 공간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성당과 극장을 

     잠정 폐쇄하고, 실내에서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것

     을 금하며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단, 주일 성인 포어 미사는 문을 개방한 상태로 소성당에

     서 있습니다. 

 7.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

     곳에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별

     도의 기도문을 매일 저녁 9시에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8. 본당에서는 이번 감염증 확산의 정도를 지켜보고 추후 

     지침을 다시 통보할 것입니다. 

(제 2-751호)

창세  2,7-9; 3,1-7제1독서 로마  5,12.17-19제2독서 마태  4,1-11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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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당신�자애로�저를�불쌍히�여기소서.�당신의�크신�자비로�저의�죄악을�없애�주소서.����������������������

제�허물을�말끔히�씻어�주시고,�제�잘못을�깨끗이�지워�주소서.�◎

○�제�죄악을�제가�알고�있사오며,�제�잘못이�언제나�제�앞에�있나이다.�������������������������������������������������������������

당신께,�오로지�당신께�잘못을�저지르고,�당신�눈앞에서�악한�짓을�하였나이다.�◎

○�하느님,�제�마음을�깨끗이�만드시고,�제�안에�굳건한�영을�새롭게�하소서.����������������������������������������������������

당신�앞에서�저를�내치지�마시고,�당신의�거룩한�영을�제게서�거두지�마소서.�◎

○�구원의�기쁨을�제게�돌려주시고,�순종의�영으로�저를�받쳐�주소서.���������������������������������������������������������

주님,�제�입술을�열어�주소서.��제�입이�당신을�찬양하오리다.�◎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김한영 토마스님께서 2월 26일(수)

  향년 8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김송옥 소니아, 김송애 안드레아,

        김다니엘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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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견진신청 : 5월 31일(주일)까지 사무실

     

      

  

  

  

  

견진성사 안내

김민영 토마스
전선 세실리아

01일

08일

15일

22일

권영소  

  강문국레오날도
   최은정 헬레나

윤명순소화데레사

해 설 봉 헌독 서

  이병준 모이세 

 권미경 소피아
 나인순 헬레나

  박준성 토마스
 최지선카타리나

 김덕남 데레사

명정자 마리안나
 강성자 데레사

 장재승 요셉
이미자줄리아나

대건안드레

  최태훈 토마스 

김명천유스티노
 김경자 루시아

방호원 요아킴

29일  서윤경   
이종금세실리아

권영소 
나경임제노베파

김재문토마스모어말가리다 대건안드레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7-9; 3,1-7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

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

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

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

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

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

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

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

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

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

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

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17-19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

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

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

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

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

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

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

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

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

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

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

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

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

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

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

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

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

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

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성경본문 : 마태 4,1-11(사순 제1주일)

♣ 성경구절 :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시어 유혹을 받 

으셨다.”(마태 4,1)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유혹

을 이겨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주님께서

는 유혹을 세 번 받으시는데,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 ‘높은 데서 몸을 던져 보라’는 유혹,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들

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늘 우리 각자의 욕망과 깊이 연관되

어 있습니다. 내 배가 고파서 채우고 싶고, 나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차

지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향한 악마의 그 유혹들은 

결국 나의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고

통은 함께한다.’는 말처럼, 욕망을 채우고 나면 허전해 

하거나 후회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다

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욕망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아

담과 하와의 원죄처럼 우리에게 삶의 굴레입니다. 악

마는 그 굴레를 잘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 약점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그

분을 충실히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눔1  요즘 나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요?

나눔2  내가 용기 있게 이겨 낸 유혹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었나요?

♣ Leitura da Bíblia: Mateus 4, 1-11 (1ª domingo da 
                                                                       Quaresma)
♣ Versículo da Bíblia: “Jesus foi conduzido ao 
deserto para ser tentando”. (Mt 4,1)

Hoje é o 1º domingo da Quaresma. O 
Evangelho de hoje nos mostra Jesus vencendo as 
tentações. Jesus foi tentado três vezes: foi tentado 
para 'transformar a pedra em pão', foi tentado 
para 'se jogar da parte alta', e foi tentado que 
'seria dado todos os reinos do mundo e sua 
glória'. Essas tentações não diferem muito das 
tentações que recebemos diariamente.

 As tentações de Satanás sempre estão 
profundamente ligadas com os nossos desejos. A 
vontade de encher por sentir fome, a vontade de 
me destacar diante das pessoas, o desejo de 
conquistar a glória do mundo. Afinal, as 
tentações que o diabo lançou em Jesus estão em 
sintonia com os meus desejos. Mas, da mesma 
forma que a frase 'desejo e o sofrimento andam 
juntos', depois que preenchemos nosso desejo, ou 
sentimos um vazio, ou sofremos por causa do  
arrependimento.

 Em outras palavras, no momento que ceder 
à tentação, começa o sofrimento. E na sequencia, 
chega o momento do arrependimento e a 
promessa de que nunca mais cairia em tentação. 
Mas não demorará muito para esquecer o 
sofrimento, sucumbindo aos desejos e caindo 
outra vez às tentações, e o processo se repete 
infinitamente. Essa atitude tola seria a rédea das 
nossas vidas, como o pecado original foi para 
Adão e Eva. O diabo sabe muito bem utilizar 
essas rédeas para nos tentar.

 Durante o período da quaresma, precisamos 
olhar para nosso lado frágil, e ser sincero com 
nossas fraquezas. Precisamos acreditar na 
salvação e no amor de Jesus Cristo, o seguindo 
fielmente com muito esforço. Só assim que 
poderemos encontrar maneiras de resistir às 
tentações do mau. 

Partilha 1. Qual é a maior tentação que me afasta de 
Deus hoje?

Partilha 2. Qual é a tentação que venci com muita 
coragem? Como conseguiu resistir a essa tentação?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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