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8일 사순 제2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60세대 3,341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686명 입니다.

♬입당�115�����♬예물준비�215,�511������♬영성체�178,�176�����♬파견�489성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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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사랑 나눔 특별헌금 

  사순절에 보속과 희생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1차 : 사순 제2주일(3월 8일)

  2차 : 사순 제4주일(3월 22일)

♣사순 판공 성사 안내 : 본당 대성당 고해소

  일시 : 4월 9일(목)까지 미사 30분 전

♣강요셉(요셉)신부님 영명 축일 

  축일 : 3월 19일(목)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강요셉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영적 예물을 3월 11일

  (수)까지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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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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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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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2호)

창세  12,1-4ㄱ제1독서 2티모  1,8ㄴ-10제2독서 마태  17,1-9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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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말씀은�바르고,�그�하신�일�모두�진실하다.�주님은�정의와�공정을�좋아하시네.������������������������������

그분의�자애가�온�땅에�가득하네.�◎

○�보라,�주님의�눈은�당신을�경외하는�이들에게,�당신�자애를�바라는�이들에게�머무르신다.��������������������������

죽음에서�그들의�목숨�건지시고,�굶주릴�때�살리려�하심이네.�◎

○�주님은�우리�도움,�우리�방패.�우리�영혼이�주님을�기다리네.�������������������������������������������������������������������

주님,�저희가�당신께�바라는�그대로,�당신�자애를�저희에게�베푸소서.�◎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하소서.

  (고)우순례 데레사님께서 3월 1일(주일)

  향년 8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녀 : 박은주 소피아, 박미숙 마리아

        박은숙 엘리사벳, 박상형 바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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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
  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
  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 주십
  시오 .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
  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 드리며, 모든 이
  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
  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대천사 라파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1-4ㄱ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

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

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

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

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8ㄴ-10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

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

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

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

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

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

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

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

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

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

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

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

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

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

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

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미국 몬타나에서 금광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중 몇 

명이서 금맥을 발견했다.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

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다시 오자. 그런데 이 정보가 새

어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만 다시 오자." 그들은 마을

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약

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그 날 그 장소에는 그들만 나

온 것이 아니라 백여 명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물

어보기 시작했다. "아니, 당신들은 여기에 왜 나왔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가려고 나왔소." "어디를 간단 

말이오?" "시치미 떼지 마시오. 우리도 다 알고 있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 

누가 폭로했어? 누구야?"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소?"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아무

도 말하지 않았지만 금광을 발견한 사람을 그들의 얼굴

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을 만난 모세나 스테파노가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모세나 스테

파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골 3:4)께서 우리의 얼

굴까지도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얼굴에 변화가 있

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염려가 가

득한 슬픔의 얼굴에서,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얼굴로 바뀐다.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

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생명

을 담게 되는 우리의 얼굴은 자연히 빛나고 주변을 환

하게 비추게 된다.

    Em Montana, EUA, algumas pessoas de um 
g r u p o  q u e  p r o c u r a v a  m i n a  d e  o u r o 
conseguiram identificar uma veia de ouro. 
“Iremos para o vilarejo pegar comida, preparar 
tudo e voltar para cá. Mas se essa informação 
vazar as coisas ficarão complicadas, por isso 
arriscaremos as nossas vidas não contando 
para os outros e somente nós voltaremos para 
cá. ” Eles desceram até o vilarejo, secretamente 
prepararam a comida e todo o resto e depois 
saíram para ir ao ponto de encontro. Mas 
naquele dia, naquele local, não estavam 
somente eles, estavam presentes mais de cem 
pessoas. Eles começaram a fazer perguntas um 
para o outro. “Por que estás aqui? ” “Estamos 
aqui porque gostaríamos de ir junto com vocês. 
” “Mas para onde vais? ” “Não se faça de 
desentendido. Todos nós sabemos”. Aqueles 
que haviam encontrado a mina de ouro se 
sentiram traídos. “Mas quem falastes? Quem 
foi? ” Ninguém se manifestou dizendo que 
havia contado o segredo. “Como soube que 
encontramos a mina de ouro? ” “Soubemos ao 
ver o rosto de vocês. ” Ninguém havia contado, 
souberam apenas olhando para os rostos das 
pessoas que descobriram a mina de ouro.

   A Bíblia diz que Moisés e Stefano ao 
encontrarem Deus, seus rostos mudaram. Isso 
não significa que apenas pessoas especiais 
como Moisés ou Stefano ficaram assim, mas 
“quando Cristo, vossa vida, aparecer ” 
(Colossenses 3,4) mudará até os nossos rostos. 
Qualquer um que realmente encontrar Jesus, o 
Salvador, verá uma mudança em seu rosto.   

   Aqueles que vivem com Jesus transformam 
seus rostos tristes, deprimidos e cheios de 
preocupação em rostos cheios de alegria e 
glória do Senhor. Nosso rosto é o recipiente 
onde guardamos o rosto de Jesus. Toda vez 
que guardamos a vida de Jesus, nossos rostos 
brilham naturalmente iluminando tudo ao 
nosso redor.

O Brilho do Rosto얼굴이 빛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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