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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님들~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안에 매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속에 소소한 기쁨 찾으시길 바라며,
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4월의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조 마오로 수녀님 초대 (4/24 주일 회합 중)
그동안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었던 만남의 성경모임을 더욱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는 의견에 따라 4/24
일 주일 회합시 조 마오로 수녀님을 모시고 만남의 성경 모임을 갖습니다. 토요일 시간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 성경모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특히 더 뜻깊은 은총의 시간이 될 듯합니다. 참석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추후 모임 날짜 여부를 (토/일/빈도수) 결정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
니다. (점심제공)
본당 신부님 면담실
조 수녀님과 본당 최 신부님께서 면담실로 사용하실 사제관 건너편에 딸린 작은 사무실을 함께 꾸미고 싶으
신 분들, 따로 연락 주세요. 함께 아이디어 나누고 물품 구입도 하면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즐겁게 꾸
며 보겠습니다!
년도 피정
올해 피정은 뜨락회와 하모니가 함께 준비합니다. 1박 2일로 7월 말경으로 생각하며, 피정장소를 물색, 연
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과 상의후 최종 날짜를 공지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스케줄에 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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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기 연수 (4/154/17)
다가오는 4/15(금)~4/17(일)에 덴빌 피정센터에서 탈출기 연수가 있습니다. 하모니에서 이미연 베로니카
와 전진영 베로니카, 그리고 뜨락회에서 김다솜 아델라와 신다은 도로테아 자매님들이 참석합니다. 주님의
은총안에 연수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부님 말씀*
일은 꽃같은 많은 생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2주기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수는 없다"고 하신 교황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으며 유가족과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 묵념, 기도 드립니다.
*
4/16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활시기동안 (예수 부활 대축일 3/27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5/15까지)>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과 부활 삼종기도(미사 후)는 다음과 같으니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부활 삼종 기도: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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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 가득한 한주 되세요!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이의천 베드로 (4152163917),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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