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상대하기도 바쁘고 버거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 말씀 하십니다. 참된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좋고 옳은 말씀이긴하나 실천은 어렵습니
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준 이들를 위해 기도할때 오히려 내 스스로가 자유과 기쁨,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되새시고 묵상하며 참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체험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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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일 복음 말씀 [(녹) 연중 제7주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 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
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
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
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
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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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월 셋째주 공지 드립니다.

오늘 (2/15) 생일을 맞이한 김정호 이냐시오 형제님, 축하합니다! *

지난 행사>
오클랜드 교구 병자의 날 미사  2/11(토)
주교좌 성당에서 집전된 '세계 병자의 날' 미사에 4명의 하모니  류은정, 김정호, 김현경, 전진영  가 참석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이들과 병자
를 돌보는 이들을 기억했던 본 미사는 오클랜드 다민족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클 주교님과 최 주임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 되
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교구의 여러 신부님들과 마이클 주교님께서 직접 모든 신자들에게 안수도 주셨습니다. 감동적이고 뜻깊은 감사한 하
루였습니다.
하모니 떡봉헌/봉사, 돌잔치  2/12
하모니 1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를 위한 떡봉헌과 함께 떡 나눠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로 조촐하나
화기애애한 돌잔치도 했습니다. (첨부사진) 다시한번 우리들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있어 하모니가 있고 하모니가 있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래 형재자매들간의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사제관 가지치기 봉사  2/12
사제관 지붕을 덮고 있던 큰 나무의 가지들을 손질하고 정리해준 권창모, 안해준, 홍상미, 류은정, 김다솜, 전진영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주임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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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요야킴회 점심 서빙 및 설거지 봉사  2/19
19일 주일 교중 미사 후 성당의 어르신들 안나회/요야킴회 정기 모임에 하모니가 점심 서빙 및 뒷정리/설거지 봉사를 하며, 함께 점심 식사를 합
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대림 성경쓰기 노트
대림성경 쓰기로 요한서간을 필사한 님들, 사무실에서 상품과 함께 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빈첸시오 홈리스 저녁 봉사  2/23 목
*Cityteam 이란 비영리 크리스찬 단체를 통해 매월 네번째 목요일 오후에 우리 성당 빈첸시오 회에서 홈리스 저녁식사 봉사를 하며 지난달 하
모니 몇몇도 함께 봉사에 참여 했습니다.
빈첸시오 어른들과 함께 우리도 작게나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6시/6시반경에 서빙을 시작합니다. 4시, 또는 퇴근 후 6시경에 시간되는 님들, 목요일날 만나 함께 봉사하면 좋
겠습니다.
일시: 2/23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https://www.cityteam.org/oakland/)
(*Cityteam은 1957년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숙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온 비영리 크리스찬 단체
입니다. https://www.cityteam.org)
청년 창세기 성경모임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청년 창세기 성경 모임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약 40년간 창세기 모임을 지도해 주신 조 수녀님과 함
께 공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 관심있는 분들 꼭 신청해 주세요!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소망방에서 첫 모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이 있을 예정이니 연락 바랍니다.
합동미사 및 전신자 사진 촬영  2/26 주일
2/26일 주일은 아침 8시 미사가 없으며 11시 교중미사 후에 전신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미사 시간대가 달라 (아침, 교중 미사)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 그리고 매주 만나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일치'를 위한 행사이니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꼭 사진을 찍고 신부님께서 주시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날짜를 공지해 26일을 사진촬영 날로 찜!
해서 반드시 참여하라는 신부님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꽃단장하고 오세요~ ^^
새신자 소개  환영합니다!
금채은 소피아
전재민 세실리아
앞으로 주님 안에서 기쁜 신앙생활 함께해요!
또한, 여행중 방문해 주신 이정민 자매님, 반가웠습니다. 여행 잘 마치고 한국으로 안전히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리마인더>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을 드립니다.
** 알림: 주모경은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모경'을 바칠때는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의 세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혹시
라도 주모경이 익숙치 못한 님들을 위해 통상적으로 같이 드리는 영광송을 포함한 세 기도를 주모경을 설명하는 가로안에 참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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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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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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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2017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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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