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에 차분함이 느껴지는 운치있는 3월의 둘째주 입니다.
님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보내며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부활절 행사 일정 부활절
1) 3/13
2) 3/20
3) 3/25
4) 3/27

‐
(3/27)까지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달력에 꼭 찜! 하세요. (*첨부파일)
주일: 십자가의 길 ‐ 오전 10시 20분 시작; 사순 피정 (오후1시‐4시)
주일: 부활맞이 대청소* ‐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금요일: 성주간 성체조배* ‐ 0시(자정) ‐ 새벽 1시 (24일 목요일에서 25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저녁)
주일: 부활절 음식 바자회* ‐ 뜨락회에서 음료/주류를, 저희 그룹에서 안주로 골뱅이 무침을 판매합니다.

뜨락 구역 주관 십자가의 길 ‐ 사순 제 5주일 (3월 13일)
다가오는 주일, 3월 13일 교중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뜨락구역 (뜨락회 + 우리 그룹) 에서 주관합니다.
뜨락회에서 십자가 복사와 초복사를, 저희 그룹에서 주송자에 전진영 베로니카, 초복사에 문지영 골롬바 자매님께서 봉사해 주십니다.
뜨락구역에서 주관 하니만큼 봉사자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더욱 정성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전 10시 20분에 시작하며, 봉사자분들은 10시10분까지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피정 ‐ 3월 13일 주일 (본당)
다가오는 주일,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를하고 피정에 참석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피정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
다.
일시: 3월 13일 주일, 오후 1시~4시 (본당 점심 제공)
주제: 호랑.나.비.로 날아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 채홍락 시몬 신부님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 연미사 봉헌 ‐ 3/6, 3/13, 3/19, 3/20, 3/29
주님의 곁으로 먼저 떠난 뜨락회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을 기억하며 3월에 5번의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봉헌이 없는 부활대축일을 제외한 3번의 주일미사와 (6일, 13일, 20일) 2번의 평일미사 (19일 토요일, 29일 화요일)에 봉헌하니 많
은 분들이 참석하여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일인 3월 19일 토요일 미사 (오전 7:30) 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스테파노 형제님을 기억하며 미사에 참여하시길 바
랍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창세기 모임과 다릅니다.)
조 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만남의 성경모임" 첫만남이 지난 3/5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사진첨부)
좋은 말씀과 진솔한 나눔속에 시작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도해주신 조 마오로 수녀님께 특히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
이 기쁨의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모임은 3/19, 4/2, 4/9, 4/23일 (대략 격주로) 토요일에 있습니다.
<두번째 모임>
일시: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사제관 건너편 방
대상: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미혼남녀 (신자/비신자 포함)
단체이름 ‐ 추천, 워크샾(4/3)
우리 새 단체를 대표할 이름을 추천받고 있으니 이름+이유를 직접,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지난 회합에서의 의견대로, 추천된 이름을 모아 부활절 이후 4/3일 주일날 워크샾 형태로 함께 모여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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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짧은 교리 (퍼온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14가지 중요한 사건을 성
화로, 또는 조각으로 표현하여, 축성된 십자가와 함께 성당 양벽에 걸어둔 곳 (14처)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
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
<

초기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빌라도 관저에서 갈바리아산 십자가가 세워진 곳
까지, 약 1317보의 거리, 약 800미터)을 실제로 걸으면서 기도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예수 수난과 죽음의 장면을 순례함으로써, 영
신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세기에 이르러 이 신심은 전세계에 퍼져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기도로 특별히 사순절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각 처를 순례하듯 옮겨가며 각 처마다 정해진 기도문과 함 께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외며 묵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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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 길은 총14처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
제6처: 성녀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제10처: 예수님께서 악당들에게 옷 벗김 당하심.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파스카의 신비를 생각하며 제15처: 예수부활 장면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가오는 3/13일 주일은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 새벽 2시에 시계를 새벽 3시로... 쉽게말해 한시간이 훅 날라가는 것이죠. ㅠ.ㅠ
요새는 스마트한 전화기+위성의 쿵짝쿵짝으로 알아서 시간을 바꿔 놓으니 굳이 시계를 돌리느라 신경쓸 필요는 없겠지만, 심적으로 한시
간쯤 허전한 느낌? 그래도 11/6일 한시간 더해진다는 희망을갖고 ^^ 3/13일날 벌떡 일어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10시 20분에 차질
없이 뵙겠습니다. 아자! Em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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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 가득한 한주 되세요!
회장단 ‐ 전진영 베로니카, 이의천 베드로, 박보라 율리아나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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