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님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느님 은총아래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1/8)은 주님 공현 대축일 로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장 높은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자들 가운데서 탄생하셨고 이를 통해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인류의 희망 구세주를
맞이하는 기쁨에 그 별을 따라 먼길을 떠나 '더 없이 기뻐"하며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
새기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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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복음 말씀

1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1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
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
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
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
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
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 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링크 입니다
http://tinyurl.com/jk4jn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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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

하모니 연말연시 모임
지난 12/31일 송년 감사 미사 후, 2016년의 마지막 밤과 2017년 새해 첫날을 함께 맞이하며, 지난 한해에대한 감사함과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멋진 하모니로 성장하자는 마음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 새해 미사 후, 함께 떡국을 만들어 먹고, 상쾌하게 하이킹도 하
고 게임도 하며 즐겁고 유익한 새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첨부사진) 하모니님들, 함께한 지난 날들, 님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요!
*** 새해를 맞이해 앞으로 운동/야외 활동을 더욱 많이 할 예정입니다. 신부님께서도 하이킹, 탁구, 베드민턴 등 여러 운동을 같이 하자 하셨으
니 매 주일 꼭! 운동화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 넣어 놓으세요~ ^^) ***
우리 공동체 2020 비전 실천사항
새해를 맞이하여 주임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 2020비전 실천사항'을 강론중 다시한번 짚어 주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신바람나는 공동체'를 향한 실천 사항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반석이 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본 공동
체 비전을 깊이 새기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도록 합시다.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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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간: 1/5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겟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마태 26:40)라고 한 성서 말씀에 근거한다. 성시간은 성체현시와 예수 수난에대한 묵상, 장엄
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 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
로 성시간에 참여하는이에게는 10년의 *한대사가 주어지며,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자로서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
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다.
(*한대사, *전대사: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4383&keyword=%B4%EB%BB%E7&g
ubun=01&gubun=01)

성탄 트리 장식 철거: 1/8 주일
1/8일(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과 1/9일(월)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므로, 1/8일 성탄 트리 장식/대림환을 (구유 제외) 철거합니다.
1/8일 교중미사 후, 함께 (성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연도에 참석합니다. 연도가 끝나면 하모니+뜨락회가 같이 성탄 장식을 철거하도록 하겠
습니다. 모두함께 후다닥, 즐겁게 봉사해요~
대림절 성경쓰기:
성탄맞이 성경쓰기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서간" 필사 노트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님들, 구유가 정리되기 전까지 (1/15) 다 쓴 노트를 구유앞
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만에 다 쓸 수 있는 분량이니, 귀중한 생명의 말씀인 요한 서간을 이번 기회에 꼭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홧팅!
년도 동계 수련회와 (1/13/171/15/17) 후원금
년 1월 13일(금)  1월 15일(일)에 2박 3일의 레이크타호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동계 수련회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드립니다. 참석 의사를 밝히신 분들 중, 별도의 공지를 못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신부님께서 공지 시간에 청년 동계 수련회에 대한 공지를 해 주셨고 세 분의 자매/형제님들께서 (이판금 예비자 자매님, 이명국 바오로, 이기하
비오 형제님들) 각 $100씩, 총 $3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가 되도록 감사히 잘 보태어 사용
하겠습니다.
2017
2017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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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하모니 밴드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
2016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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