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뜨락님들, 안녕하세요.
1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

가브리엘 신부님 송별미사와 뜨락회 특송 1/24
지난 주일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님의 송별식에 저희 뜨락회가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너를 들고 "당신은 사
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합창 하였습니다. 짧은 준비와 연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뜨락님들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정성
스레 합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주에 심혜란, 합창에 안해준, 김정호, 김태영, 채일, 이제욱, 이의천, 김희원, 문지영, 박보라, 허혜연, 허소연, 류원경, 김
소정, 이윤지, 이종환, 전진영, 촬영에 권창모, 석준우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뒤에서 마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불러준 태수
진 자매님을 비롯한 모든 뜨락 형제,자매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뜨락회 전례 봉사 ‐ 1/31
1/31일 주일에 뜨락회 전례 봉사가 있습니다.
미사해설: 이의천 베드로, 제1독서: 이제욱 바오로, 제2독서: 심혜란 에스텔, 예물봉헌: 채일 베네딕토, 허소연 프란체스
카 형제/자매님께서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자 분들은 1/31일 10시 30분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뜨락회 컵세척 봉사 ‐1/31
다가오는 주일 뜨락회 컵세척 봉사가 있습니다. 뜨락 20가 먼저 시작하면 Plus는 헌금을 세고 합세하여 함께 봉사합니다.
가브리엘 본당 신부님과 저녁 식사
본당 가브리엘 신부님과 뜨락회가 함께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1월말/2월초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성경공부
‐ 20대 창세기 성경공부가 1/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준비물로 필기도구를 지참 하십시오.
문의: 신다은 도로테아 (925‐566‐4540), 허소연 프란체스카 (huhsoyeon@gmail.com)
‐ PLUS (30대 이상을 위한) 창세기 성경공부: 2월에 시작 예정이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진영 베로니카 (jinyoungberkeley@hotmail.com)
일 레이크타호 동계 수련회 ‐ 본당 웹사이트
본당 웹사이트에 실린 1.8‐1.10일 뜨락 동계 수련회의 사진과 글 링크입니다. h p://oakcc.org/node/
2612#.Vqfn9mz5Mso 사진을 제공해주신 여러 뜨락님들과 글을 작성해주신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 감사 드립니다. 이
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8‐1.10

감사합니다 ‐ 기부금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께서 뜨락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1,0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좋은일에 감사히 보태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안에 행복하고 따뜻한 한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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