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땅으로 누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
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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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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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
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년 10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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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8) 영명축일을 맞이한 이영재 루카 형제님,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행사>
주보나눔 봉사(10/15 주일)
전진영 베로니카 자매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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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해 주중,주일 미사 30분 전에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이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이 기간에 묵주기도를 더욱 자주 바쳐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중 다섯 가지 주요 사건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묵주기도에 추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이며 평화와 가정을 위한 강력한 기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특히 빛
의 신비를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바쳐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빛의 신비*
1.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3.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주보나눔 봉사 관련 변경 사항(11월 시행)
올해 3월부터 교중미사 전 교우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나눠 드리는 주보나눔 봉사 일정이 11월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주보 봉사는 주보전달 이외에도 새로오신 분들이나 공동체에 익숙치 않은 분들께 성당을 안내해 드리는 의미가 있어 신부님께서 성
당 상황에 익숙한 기존 멤버를 중심으로 봉사할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예비자의 경우 세례 받고 3개월 이상, 새신자 또한 우리 성당에 나온지 3개월 이상 되어야 봉사 가능함을 기준으로 정해 주셨습니
다.
유동성이 특히 많은 청년 현실에 예비자/새신자를 제외한 봉사자들을 모색하다보니 소수만 반복 봉사하게 되어 신부님과 선교분과
장님과 상의하게 되었고, 보다 꾸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하모니와 뜨락회가 격주로 돌아가며 성당 정문에서만 봉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기존 멤버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예비자/새신자들이 차차 봉사할때에도 자연스레 천천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니, 기회가 왔을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정은 11월 5일 주일, 뜨락회 봉사자부터 시작, 11월 11일은 하모니가 주보나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주보를 나눠주며 반기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기쁨을 느끼신다 합니다. 비록 작은 봉사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 실천하는 중요한 사랑의 나눔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도 즐겁게 봉사해요~
주보나눔 봉사 (10/22 주일)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차 헌금 안내(10/22 주일)
전교주일을 맞아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빈첸시오 무료급식 저녁 봉사 (10/26 목)
빈첸시오 무료급식 봉사가 다음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식사 준비, 6시부터 배식을 시작합니다.
일시 : 10월 26일 (목) 오후 4시
장소 : 722 Washington St. Oakland
하모니 단체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심승화 헬레나 자매님께서 (뜨락회 심혜란 에스텔 어머니) 하모니를 위해 손수 맛있는 감자탕을 요리해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친교하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 함께 나누어요~
장소는 사랑방이며 날짜는 11월 첫째(11/4) 또는 둘째 (11/11) 토요일 저녁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참석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 더 많은 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날로 결정 하겠습니다.
본인 일정 확인하시고 가능한 날로 알려주세요~
영명축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18 이영재 루카
리마인더>
관심 영적자료 구입*: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마련해 사랑방에 비치하고 공유하며 대여도 할 예
정입니다. 원하는 영적 교육자료 제목을 회장단에게 알려주거나 링크(https://docs.google.com/spr
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I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 에 올려주세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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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ea2T3f9B3UcO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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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Oakland, California 94605
6226 Camden Str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