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것이 마음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면서 더러 의심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쁠때나 슬플때나,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하신 이번 복음 말씀에 안도와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가 착한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수녀님의 말씀이 떠오
르네요.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며, 소중한 오늘하루 감사속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녹 연중 제30주일]

[( )

월 23일 복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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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
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셋째주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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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행사>

<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 연도
지난 10/10일 선종하신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의 연도가 지난 주일 (10/16) 하모니 회합중에 있었습니
다. 정성스레 기도에 함께하신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리며 남은 장례절차까지 잘 치르실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

기도
 선종하신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과 루카 형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종하신 주임 신부님의 어머니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최 신부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의 곁으로 먼저가신 고인들께서 주님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사랑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스레 기도 드립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매주 금요일로 예정된 청년 마르코복음 모임은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연기됩니다. 일정이 확인 되는대로 모임일시를
따로 공지 드리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9/30일 마르코복음 성경모임 오리엔테이션때 신부님께서 나누어주신 배경 설
명이 포함된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성경모임에 참여/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
랍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
교리/신앙 생활에 대해 제출된 질문을 주일미사 공지 시간에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질문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종이
에 써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10/18: 이영재 루카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최근 선종하신 김
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상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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