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속에 기분좋은 한주 맞이하고 계시길 바라며,
님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 2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

새 단체 첫 공식 회합 ‐ 2월 21일
요새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첫 회합에 함께하여, 감사속에 새로운 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한동안 참석 못했다고 어색해하
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항상 열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뜨락회와의 관계
뜨락Plus가 뜨락회에서 독립하는 과정속에서 지난 약 한달간에 걸쳐 봉사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의견조율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각 그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나누기를 결정했으나 처음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뜨락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20대 후배들의 염
려가 있었습니다. 멋지게 잘 꾸려나갈것을 믿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응원하며, 이 과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후배들과 지속
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에 기꺼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의 뜨락회가 활성화되고 신앙 안
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사목 회장님과의 만남
지난 2월 20일 토요일, 뜨락회 회장 허소연 프란체스카와 함께 이인학 시몬 사목회장님을 뵙고, 뜨락Plus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말
씀 드렸습니다. 사목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청년 단체에 대한 진심어린 지지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같은 뿌리(성
당/뜨락회)의 가지수와 종류는 뿌리에 다양성을 주어 각 가지가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여 이에 적합한 두개의 가지로 그룹을 이어나감은 건설적인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청년 단체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당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란 사실을 항상 염두하고, 성당과 다른 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참
여하길 희망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두들 청년 단체를 예쁘게 사랑으로 바라 보신다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단체이름 "하람"에 대해...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결정된 "하람/haram," 우리 새 단체 이름이 아랍어로 '금기'를 뜻하는 부정적인면이
있으며, 하람이라는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가 있다는 정보에 (스펠링도 haram으로 같습니다) 지난 회합에서 이름을 바꾸자는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참고: h p://www.huﬃngtonpost.kr/2015/11/20/story_n_8614540.html , h ps:/
/ko.wikipedia.org/wiki/하람)
짧은 기간안에 새단체를 시작하며 많은 결정을 하는중 이름의 다른 뜻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은 중
요하니, 앞으로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약 한달) 추천을 받으며 기도속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추천하실때 (직접/매
체) 그 의미와 추천 이유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정해질때까지 매주 공지는 제 개인 이메일로 발송 하겠습니다.
축 결혼 ‐ 김광호 길베르또 형제님: 3월 5일 토요일
지난 몇년간 뜨락회의 핵심멤버로 봉사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광호 길베르또 형제님이 3월 5일 토요일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으십니다. 축하 드립니다!! 축하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 회합중 메세지를 적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축하드릴 분들, 길베르
또 형제님의 이메일은 kwang0204@gmail.com 입니다.
월 생일 ‐ 축하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15일 ‐ 김정호 이냐시오
월 20일 ‐ 김희원 글라라
월 25일 ‐ 박보라 율리아나
월 28일 ‐ 김지영 (예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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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ji

만남의 성경모임 (창세기 모임과 다릅니다.)
조 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진행될 "만남의 성경모임" 첫모임 일정입니다.
일시: 3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사제관 건너편 방
대상: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미혼남녀 (신자/비신자 포함).
첫 모임시 추후 모임 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그리고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 미사 30분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 성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아래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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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이의천 베드로, 박보라 율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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