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32주일

2019년
11월 10일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7,1-2.9-14

# 화답송

전례 성가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입당성가

49번

봉헌성가

210번, 214번

성체성가

178번, 504번

파견성가

68번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2,16─3,5

# 복음환호송

죽은 이들의 맏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안내 봉사 친교 봉사
# 11월: 일치의 모후 Pr. 

# 12월: 자비의 모후 Pr. 

신자들의
기도

# 11/10: 이 이사벨라 봉헌 봉사
# 11/10: 허 바오로
   허 데레사

#11/10: 럿거스
#11/17: 먼로
#11/24: 반석회

성체 분배 # 11/17 김영필, 곽신규# 11/10 이재성, 임문수

루카20,27-38

묵시 1,5.6 

시편 17(16),1.4ㄷ과 5-6.8과 15(◎ 15ㄴ 참조) 



미사 참석: 184명

구분

KCC

OLM

합계

$423

$1,535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이종권(7-12)  손영수 (7-10)   박정훈(1-12) 

진윤식(11)  채희백(11-12)  성낙순/이순영(10)

이창우(11)  하건철(10-12)   박락준(11) 

최율리오(11)  유병기(10-12) 

연미사

생미사

미사 지향

#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11월 10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먼로 구역모임
- 일시: 11월 10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우드브릿지, 피스카타웨이 구역모임
- 일시: 11월 24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11월 30일 (토) 저녁 6시 
- 장소: 우성현(스테파노) 형제님 댁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루카 20,35)

‘부활에 참여할 자격’ 이란 무엇일까요?

교무금 안내

공지 사항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루카 20,36)

공동체 안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해 봅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 20, 38)

나의 일상 안에서 만난 하느님을 소개합시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신앙 칼럼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 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안에는 많은 종파들이 있지만, 주로 세 갈래로 
나누어 지며, 거기로부터 여러 갈래의 작은 종파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주된 세 갈래는 바로 정교회(Orthodox), 
가톨릭(Catholic), 개신교(Protestant)입니다. 네 갈래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성공회(Anglican)이 그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교회(Orthodox): 
- 정교회의 주로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이며, 
네스토리우스 교파(Nestorians) 또는 오리엔트 정교회 
(Oriental Orthodox) 라는 종파도 정교회에 속합니다.
- 이렇게 정교회가 나뉘게 된 것은 1500년 전이며, 
1054년 동방 그리스도교와 서방 그리스도교가 나뉜 후, 
어떤 정교회의 종파는 서방 가톨릭 교회 (Roman 
Catholic Church)와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 가톨릭(Catholic)
- 가톨릭은 서방 가톨릭(Roman Catholic)이 가장 큰 종파 
입니다. 서방 가톨릭이 아닌 다른 가톨릭 종파들이 있고, 
스스로 가톨릭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들은 교황님의 
수위권(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 가톨릭과 
일치해 있지 않은 종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대 가톨릭은 1870년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정한 “
교황 무류성(Papal Infallibility)”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1965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과 쇄신의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았고, 갈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개혁 가톨릭을 지향하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제도를 개혁하기를 바라며 
공의회의 결정이 더 개혁적이지 않다는 생각으로 갈라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 개신교(Protestant)
- 개신교는 수천개의 여러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6세기 마르틴 루터에 의한 루터교(Luternans)와 존 
칼빈에 의한 개혁교회 또는 칼빈교(Reformed or 
Calvinist) 가 생기면서 개신교가 태동했습니다.
- 성공회 또는 영국교회는 정치적 이유로 나뉘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과 실천적 부분이 서방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공회는 교황님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 이유에 따라 많은 종파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처음 1세기에는 공의회에서 정한 신앙의 
내용을 인정하는 많은 주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주교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교회는 갈라져 
나가게 되었다. 근현대(16세기 개신교 개혁 시대) 이후,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개혁이라는 신념하에 많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복음 묵상 나눔 (연중 제 32주일)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27-38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112

# 레지오 마리애 교육
- 일시: 11월 10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회의실
- 내용: 주회합

# 예비자교리반 안내
- 교육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부활절
- 교육대상: 예비신자
- 교육장소: 친교실 제1회의실
- 문의사항: 사무실 또는 선교분과장 이서형 (요안나)

그리스도교의 종파들

# 성모회 특설판매
- 일시 : 11월10일 (주일) 미사후
- 장소 : 친교실
- 품목: 레몬청, 돈까스, 스틸플라워수세미,
 견미리팩트(2019 리미티드에디션)

# Food Collection
- 일시 : 11월16-17일 (토-일)
- 가지고 오신 비 신선 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IT 분과원 모집 
- 성당 홈페이지 관리를 도와주실 IT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분과원에게는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교육의 혜택이 있습니다.
- 문의 : 사무실 또는 IT분과장 서인석(프란치스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조원봉 빈첸시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흥순 카타리나

교무금 합계: $3,500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세요)

• 교무금과 봉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 Payable to OLM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오.사.모 

• 김 비오, 마리안나 가정 - 최 율리아나

• 조원봉(빈첸시오)   – 임광선(요한) 가족

• 정영옥(수산나)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 변서영(샬럿)    - 변태용(요셉) 가족

• 윤 이냐시오 부제님 가정  – 먼로구역

• 이명자 (세실리아)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반석회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반석회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준호 (베드로)    - 가족 

• 이동현 (요셉)    - 가족 

• 변수달(요셉), 김방임(데레사)  – 변태용(요셉) 가족

• 민정근(베드로), 김순경(데레사) – 민규란(엘리사벳)

•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신자들의 영혼 
    – 순교자들의 모후 Pr. 
    - 애덕의 모후 Pr.
                                                   - 사랑하올 어머니 Pr.

• 박로철(야고보)   – 민규란(엘리사벳)

• 양문주 (안드레아)   – 오요한과 친구들

• 주훈열 (베드로)   – 오요한과 친구들

• 최혜경 (데레사)   – 가족, 유시몬, 반석회

(봉헌자)

(봉헌자)

$1,271

$3,608

$4,879

$1,694

$4,720

$6,414

# OLM 크리스마스 기빙트리 안내
- 성당 입구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오나먼트를 고른 후 
오나먼트에 적힌 물품을 구매하여  트리 앞에 두시면 됩니다.
- 선물은 포장하지 마시고, 오나먼트를 선물에 붙여주십시오.
- 소외계층에 쉼터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Safe+Sound Somerset 후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기빙트리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AmazonSmile 안내 
- Amazon을 통해 구매하시는 상품가격의 0.5%를 Amazon에서 
에디슨 한인성당에 기부하게 됩니다.
- Smile.amazon.com으로 이용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amazonsm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