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22주일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주보

￭ 2차 헌금 안내 (산호세 교구 주관)
* 9월 8일(일)은“Catholic Educa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9월 14일(일)은 “The Christians and Churches in the
Middle East" 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산호세 교구 묘역 설명회에 90여분의 교우들이
참석하셨고 29분께서 묘역을 구입하셨습니다. 교구에서
설명회 주최를 기념하며 성전 건축기금으로 $2,900을
본당에 기부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례 /영성생활
※ 본당 신부와 함께하는 성체조배 안내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있겠습니다.
※ 9월부터 변경되는 미사 전례 안내
* 입당성가는 2절까지 부른다.
* 제1독서자가 화답송을 봉독한다.
* 복음환호성을 할 때 해설자의 안내 없이 일어난다.
* 예비자 좌석을 따로 마련한다. (왼쪽 앞줄)
* 주일 8시 미사와 11시 교중미사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9월부터 수요일 평일미사가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 성경 공부
내용: 모세오경(창세기부터)
기간: 9월~11월
오전반 : 오전 10시~12시 (성당)
저녁반 : 오후 7시 30분~ 9시 30분 (친교실)
준비물 : 성경, 여정 교재
* 성경공부시간에 유아사랑회를 운영합니다.
문의 : 이재윤 세실리아(714-267-6626)
￭ 성시간 : 9월 4일(목) 미사 후
￭ 성모 신심미사 : 9월 6일(토) 오전 10시
성모 신심미사 40분 전에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헌
일시 : 9월 8일(월) 저녁 7시 30분
연도는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성당입구에 마련된 함에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 당 음식 한 가지씩 봉헌하여
주시고 봉헌된 음식은 미사 후 친교실에서 나누시겠습니다.
￭ 봉성체 : 9월 11일(목) 오전에 있습니다.
￭ 2015년 부활절 영세반 예비신자 입교식
일시 : 9월 28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교육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 김장금 안나방
문의 : 사무실 408-734-9721
입교식에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31.

청소년
￭ 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 및 개학
일시 : 9월 6일(토) 9시 30분
문의 : 오재원 스테파노 (408-313-8067)
￭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 유아사랑회
봉사자 피정
일시 : 9월 6일(토) 오후 1시~ 7시 30분
장소 : 성당
￭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학
일시 : 9월 14일(일)
본당 웹사이트 및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 최승렬 바오로 (408-332-6160)

회의 /단체 /모임
￭ 구역장, 반장 월례모임 및 교육
일시 : 9월 2일(화) 미사 후 친교실
‘소공동체장 모임’이 ‘구역장, 반장 월례모임 및 교육’
으로 변경됩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선종
일시
장소
문의

봉사 위원회 월례회
: 9월 5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김대건 안드레아 방
: 윤필중 바오로 (408-529-6757)

￭ 청소년 빈첸시안 주최 파킹랏 세일 안내 및 물품 접수
일시 : 9월 6일(토)~ 9월 7일(일)
문의 : 송윤석 스테파노 (408-204-3550)
매 주일 미사 전후에 파킹랏 세일에서 판매할 물품을
성당입구에서 접수합니다. (성물, 의류, 전자제품,
유아용품, 장난감, 운동용품, 주방용품, 가구류 등)
￭ ME 월례회 : 9월 7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김임희 데레사 방
￭ 재속 프란치스코회 미션 순례
일시 : 9월 13일(토) 오전 9시-오후 6시
순례 미션 : Dolores Mission (San Francisco 소재),
San rafael Mission (San Rafael 소재)
대상 :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및 참가 희망 교우
회비 : $30 (Bus, 점심, 간식제공)
연락처: 유회종 토마스 아퀴나스 (408-655-7437)
￭ 울뜨레야 야유회 (9월 모임 대체)
일시 : 9월 14일(일) 오후 1시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환영위원들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새로 나오신 분 :
박성진 요셉, 김정수 마리아 (산타클라라 구역)
신재욱 베드로, 한은정 안젤라 (산호세 4구역)
※ 2015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8명)
마감 : 9월 28일 (일) / 문의 :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