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따라야 할까요. 복음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소중한 이 하루 기
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자!
†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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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주일 복음말씀 [(녹)연중 제23주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
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
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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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다섯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8/28일 주일>
요아킴/안나회 설거지: 본당 어르신들의 모임인 요아킴/안나회 식사 후 하모니와 뜨락회가 설거지를 도와 드렸습니다. 봉사에
문지영,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님들 (이제욱, 홍웅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챙겨주신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시멘트 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 시멘트 공사: 본당 주차장에서 대건회관과 사랑방으로 향하는 통로를 시멘트 바닥으로 새로 단장하는 공사에 대건회 어른들
을 도와 하모니, 뜨락회님들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에 걸쳐 시멘트 작업을 도와준 김정호, 이영재, 뜨락회 형
제님들 (이승재, 허영재, 홍웅표, 이제욱), 그리고 심부름과 저녁식사에 도움을 주신 문지영, 전진영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업 후 나무 다리였던 통로가 어떻게 깔끔하게 바뀌었는지 일단 사진으로 보세요~ 사진 링
크: https://flic.kr/s/aHskFMfa6j
<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시간: 9/1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보겠습니다.

성시간이란? 예수성심(聖心)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겟세마니(Gethsemane)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마태
26:40)라고 한 성서 말씀에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시간은 성체현시(聖體顯示)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
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시간에도 할 수 있으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 적당하다. 고통의 신비
를 묵상하며 예수 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시간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10년의 한대사(限大赦)가 주어지며,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자로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
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 전대사(全大赦)를 허락하였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벌써 (곧!) 추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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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령미사 지향을 올리실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영상
지난 주일(8/28) 시몬 신부님의 아침미사 강론중에, 최근 LA 방문시 접하신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중 미사에는 시간이 여의치않아 상영할 수 없었기에 영상을 못 보신 님들을 위해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동영상
링크: https://flic.kr/s/aHskHt6sCQ)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LA 특집에서 편집한 영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독립 운동을 하셨고 현재 그분의 정신을 기리는 박물관 등이 LA에 있다
는 사실, LA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가까운 이웃이나 마찬가지죠. 언제 LA방문시 찾아가뵙고 그 정신을 기리며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
방문중이신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도 기도속에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본당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르코 복음 성서모임에 (창세기와 탈출기를 마친분들)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창세기와 탈출기 성서 모임반도 모집 중이니 신청 해 주세요. 성서모임으로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
다.
예비자 모집
예비자 교리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주위의 예비자 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예비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교리를 다지고 싶은 분들
도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강습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7:30) 후 초보자를 위한 기타강습이 89시까지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기타 지참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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