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날씨도 따뜻하고 느낌좋은 5월입니다. 일상의 무료함, 또는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소중한 님들과 함께하
는 간단한 피크닉/하이킹/번개 어떠세요? 한번 뭉칠까요? ^^

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5

지난 행사 ‐ 감사합니다 Emoji (사진은 밴드에 올렸습니다: h p://band.us/#!/band/61153942/album/24128780)
1) 5/14 (토) 성당 청소: 오후 1시~5:30 까지 교육관 1,2층, 대건회관, 소망방을 깨끗히 청소하고 정리해 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
셨습니다. 오래된 물품 확인 후 챙기고 버리고, 먼지쌓인 구석구석까지 쓸고 닦고, 도네이션 물품 정리까지...많은 일을 기꺼이 즐겁
게 해주셔서 청소를 넘어 한마음이 되는듯한 감동 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보라, 김정호, 이미연, 허성운, 전진영 형제/자매님 그
리고 뜨락회, 감사합니다.
또한, 15일 주일 미사 후, 나머지 청소를 도와주신 강보라, 김정호, 오찬우, 전진영 형제, 자매님 ‐ 감사 드립니다.
청소 후 저녁식사 + 감사카드: 토요일 성당 청소 후 저희들을 위해 삼겹살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신 최요셉/이마리아, 최타데오/
세레나, 그리고 정 안토니오 형제/자매님들 덕분에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정에
게 감사 카드를 쓰고 있으니 회합중에 잊지말고 한말씀 적어 주세요~
2)

북가주 성령대회 ‐ 5/21 (토)
일시, 장소 : 5/21(토) 오전 8시 반, SF 성 마이클 성당
참가비 : $25
관심있으신 분들 함께 차/버스를 타고 가면 좋겠습니다.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청년회 전례
다가오는 5월 29일 주일에 하모니+뜨락회가 전례를 담당합니다. 예물, 독서, 해설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미사 해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께서 5/22일 주일 아침 10:10에 미사해설 교육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
사합니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미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봉사입니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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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성경 모임 ‐ 6/18 토요일
그동안 주일 회합 중 만남의 성경모임을 하며 새로운 분들이 경험을 했고, 여러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주일은 하모니 회합과 단합/친교에 더욱 초점을 두고, 만남의 성경모임은 다시 토요일 오전 10시로 옮겨집니다. 관
심 있는 분들 누구에게나 (신자/비신자)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참여하세요!
다음 모임은 6/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년 연수 (7월 30‐31일) (답사 사진은 밴드에: h p://band.us/#!/band/61153942/album/24128742)
연수 장소인 산타크루즈 바닷가 옆에 위치한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h p://www.villamariadelmar.org)에 답사를 다녀왔습
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피정센터 앞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신부님께서 우리 연수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셨고 답사에
함께했던 님들과 하모니+뜨락회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대 되시죠? 올해 연수에 많은 분들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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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신 분 ‐ 환영합니다.
오찬우 (예비신자) ‐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부님 말씀*
매일 저녁 10시에 가족을 위한 기도 (주모경) 잊지 말고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봅시다. 멀리있는 가족과는 미리 연락해서 매일 저녁 10시에 마음으로
나마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본당 공동체 비전 2020과 복음 읽고 쓰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격려와 용기를 듬뿍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것부터 하나
씩 시작하며 서로 나누고 힘이 되는 하모니가 되길 기도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제나 사랑합니다~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이의천 베드로 (4152163917)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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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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