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복음 말씀을 접하며 어찌해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지 묵상해 봅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당신
의 이름은 사랑'이란 강론 모음집에서, 신부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라고 정의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모
든일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라 하시네요. 그러므로 나만을 채우려는 욕심과 자만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삶을 살때 삶은 풍요로와지고 행복해진다 하십니다.
음력설과 함께 다시한번 새로운 한해의 새출발을 기약합니다. ^^ 마음을 비우고 나눔과 봉사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행복한 2017년도
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29일 복음 말씀 [(녹)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ㄴ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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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 행사>

<

년 사목위원/단체장 임명, 하모니 새 회장단 소개
지난 주일 (1/22) 교중미사 중에 2017년도 사목위원 / 단체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더욱 많이 봉사해 주실 임원진 분들을 위해 많
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하모니 새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회장  전진영 베로니카; 부회장  홍상미 세레나; 총무: 안해준 야고보
2017년도 하모니를 위해 기꺼이 봉사를 약속해 준 새 회장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 챙기고 감싸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모니가 되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장단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 말씀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온기 가득한 한해 만들어가요! 서로가 있어 기쁘
고 행복한 2017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한해 많이 수고하신 2016년도 부회장 김정호 이냐시오 형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모니, 청년 마르코 성서모임 생미사  강보라 카타리나 자매
지난 주 한국으로 귀국한 하모니 자매 강보라 카타리나 자매가 1/22일 주일날 뜨락,하모니와 청년마르코성서모임을 위 한 생미사를 봉
헌했습니다. (첨부파일) 감사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카타리나 자매님이 한국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모
두 기도 드립니다. (강보라 카타리나 이메일: bora8080@hotmail.com)
빈첸시오 홈리스 저녁 봉사  1/26 목
주임 신부님께서 참 행복에 대한 말씀 중,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넘어서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상대를 생각하며 관심을 갖는데서부터 시작된다 하셨죠. 거창한 자본
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관심부터 비롯되어 자신이 가진것을, 작은 무엇이라도 (나의 재능, 시간, 등) 나누는 삶을 통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모니 회합중 신부님의 말씀을 나누며 돌아오는 목요일
(1/26) 빈첸시오 홈리스 저녁봉사에 참여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시간을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홈리스 저녁봉사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에 있으며 오후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6시/6시반경에 서빙을 시작합니다. 4시, 또는 퇴근
후 6시경에 시간이 되는 님들, 목요일날 만나 함께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시: 1/26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만남의 성경모임  1/28 토
조 마오로 수녀님과 함께 루카복음 말씀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28) 성당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번 모임은 전과 다르게 오후에 모임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
길 바랍니다. (RSVP 부탁)
 일시: 1/28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4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청년 전례 봉사  1/29 (음력설 주일)
하모니, 뜨락회 청년 전례 봉사가 1/29 음력설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전례는 하모니에서 해설과 예물 봉헌을, 그리고 뜨락회에서 독서를
봉사합니다. 우리 고유의 음력 설을 맞아 드리는 위령미사이니 더욱 더 뜻깊은 봉사가 될 듯합니다. 앞으로 전례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섯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 청년 전례 봉사가 있으며 교육과 연습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니 모두들 전례 봉사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29일 주일은 설 합동 미사로 아침 8시 미사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컵청소 봉사  1/29 주일
음력설 주일인 1/29일날 하모니, 뜨락회 컵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음력설을 맞이하여 성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니, 컵과 더불어
신자분들이 맛있게 식사하신 점심 식사 설거지도 함께하게 되겠죠? 음력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명절인 설날에
봉사할 수 있음에 뜻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해요~
동계 수련회 사진 모음
동계 수련회 사진을 모으고 있으니 옆 링크를 통해 (주말까지)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ropbox.com/sh/se
qz2b7csp2vjon/AAB2UHtxT_ZSnmCIvgZCp4Ona?dl=0
성당 웹사이트에 저희 동계수련회에 대한 기사+단체 사진이 실렸습니다. 방문해 보세요~ http://oakcc.org/node/2684#.W
IhlgonQefU

리마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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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P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201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