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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18년 1월 넷째주... 그리고 인사 드리며 총총... ^^

찬미예수님
지난 주일 2018년도 하모니 회장으로 임명된 류은정 효임 골롬바 자매님,
하모니를 위해 어려운 결정 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쉽지않은 결정인만큼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갑절로 받으
시길 기도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 드렸던 하모니 페이스북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주 안으로 준비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 일단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마무리지어 다
음 회장단에게 덜 부담을 주는걸로 하겠습니당~
오늘 보내 드리는 하모니 1월 넷째주 공지/알림 이메일을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공식 이메일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회장단이 준비
되는대로 공지 메일을 서서히 보낼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사진 작업은 제가 2/11주일까지 확.실.히. 마무리짓고, 끝나는대로 님들을 초대하고 임무 완수!를 알려드리는 메일하나 짧게
드리는걸로 저는 슝~ ^^*
새 회장단 결성 전이고 신임 회장이 한꺼번에 이것저것 배우고 전수받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님들도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2주 안에 있을 행사는 제가 밑에 안내/리마인드 해 드리겠습니다.
+

주일: 영어미사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미사전 조금일찍 도착해 성가연습에 함께 해 주세요.
2. 레지오 설명회 (2/25로 변경): 1/28 주일로 예정되었던 레지오 설명회와 회 저녁식사가 2/25일 영어미사 후로 변경 되었습니다.
날짜 찜! 해주세요.
3. 2/4 주일 갈비 점심식사 취소: 성당 방침에 의해, 반별로 돌아가며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시는 점심식사에 함께하는 의미로 주일날
따로 점심식사 준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글라라 선교분과장님의 갈비 식사 날짜는 추후 결정되는대로 새 회장단이 공지 드리겠
습니다.
1. 1/28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같이 회장단으로 열심히 뛰어
준 2016년도 회장단, 박보라 율리아나, 이의천 베드로, 김정호 이냐시오, 그리고 2017년도 회장단 홍상미 세레나, 안해준 야고보 형
제/자매님들, 또한 뜨락회 회장단 전영진 알베르또, 최정희 라파엘라, 김강훈 그레고리오, 그리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인사하고 나니...저 어디 가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닷! 여기 쭉~ 남아서 자유인/평민으로 ㅎㅎㅎ 님들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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