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안녕하세요.
'깨어 있어라'
다가오는 주일(11/27)은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1주일 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시
작하며, 이번 복음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 그분의 재림을 기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것"은 어떤 행동과 다짐을 뜻하는지 각자 생각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한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따뜻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세요! Happy Thanksgiv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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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 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
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디오 링크 입니다

http://tinyurl.com/hgajvu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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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행사>
연도대회 연습  11/20 (주일)
다음주 연도대회 준비를 위해 사랑방에서 하모니와 뜨락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연도 연습을 했습니다. 연도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정성스레 한음한음 맞춰가며 열심히 연습한 형제, 자매님들 (윤주현, 홍상미, 김정호, 강보라, 전진영; 뜨락 안해준, 김다솜, 김수진, 석준
우)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주 대회에서도 정성스레 한마음으로 부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춥고 비 오는 날 사랑방에서 함께 얼큰+따뜻한 식사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나누어 먹은 시간또한 즐거웠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림 판공성사
다음 주일 (11/27)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의무 고해 성사인 판공 성사를 받으시고 성사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12/2)
청년 성서모임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일시: 12/2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소망방

기도
투병중에 위독하셨던 김현경 스테파니 자매의 고모님, 김영주 자매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기
도속에 기억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스테파니 자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고모님께서 하느님의 곁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고, 슬픔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위령성월 연도대회  11/27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살아있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기도인 연도의 중요성을 새기기 위한 연도대회가 다가오는 주일 (11/27) 점심시간
후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연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신부
님 말씀대로 하모니와 뜨락회가 한 팀으로 참여할 것이며, 심사 기준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음이 잘 맞는가 입니다. 신
부님께서 지정하신 한 팀이 연도를 시작하여 신부님의 큐~ 로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도 악보를(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연도의 중요성을 새기며 한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연옥영혼을 위한 '식사후 기도' 또한 급 질문 하실테니 꼭 외우시고, 매일 식사 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미사와 식사  11/24
11/24(목) 추수감사절 미사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미사 후 함께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음식/간식을 조금이나마 가져와 함께 나눌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피정  12/11*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12/11 주일 미사 후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대림 피정이 있으며 하모니는 회합 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공지에 피정이 12/4일이라 말씀 드렸는데 정확한 날짜는 11일*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12월 11일 (주일) 오후 1시30분  3시30분
지도: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대림절 성경쓰기
모든 신자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서간 쓰기를 함께합니다. 우리 하모니도 대림시
기를 맞이하여 요한복음 쓰기에 참여합시다~ 쓰기를 마친 성경노트는 성탄성야미사(12/24)때 봉헌합니다.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위령성월을 맞이하
여 최근 선종하신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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