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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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다섯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주 활동
생미사 지향
하모니를 챙겨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생 미사지향 ($100)을 하모니 이름으로 봉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지난 토요일에 만남의 성경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입니다.
임원진 변경
김정호 이냐시오 형제님께서 하모니 회장단으로 봉사할 의사를 밝혀주셔서 차기 부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하모니 새로운 부회
장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표
성당 입구에 교우분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당에 계시는 동안 부착해 주시고 개인이 지참해 주세요. 서로간의 이름과
본명을 알기 위한 신부님의 지침 이십니다.
월 3일 소풍
앞서 공지 드렸듯이 돌아오는 주일날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소풍 준비를 위하여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까지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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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수 (7월 3031일)
장소: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 (http://www.villamariadelmar.org)
지난번에 공지 하였듯이 연수 전 필독 자료는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책 ($10 불)과 '가톨릭 핵심 교리상식 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회장단에게 문의해 주세요. 연수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장단에게 알려주세요.
2016

축하합니다
7월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하모니 형제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7월 2일 문지영 골룸바
7월 6일 홍상미 세레나
7월 23일 허성운 토마스
7월 24일 이윤지 소피아
7월 29일 최보나 가브리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중 제 14주일: 7월 3일 복음 말씀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
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
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
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
을 받을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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