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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생미사 - 봉헌자

•윤석로(이냐시오)�부제님서품기념일축하
- 노스에디슨구역,�럿거스구역,�이스트브런스윅구역,�

올드브릿지구역,�메타천구역,�썸머셋구역,�카도너공동체,�

이종권(베드로)�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김진철(요한)� - 가족

•한기숙 - 김자경(크리스티나)

•방숙자(마리요안나),�방용한 - 윤안젤라

•문마린(마리나)�� - 채희백(바오로)�가족,��������������������������������������������������������������

최정원(레지나)�가족

•신혜민(이레네)�가족 - 송진영(마리스텔라)�가족

•변서은(클레어)�출생감사 - 변태용(요셉)

•박서진(사무엘바오로)�견진축하 - 이소희(베로니카)

•나제이(퀸틸라)�첫영성체축하 - 이소희(베로니카)

•한서윤(올리비아)�첫영성체축하 - 서인석(프란치스코)

교무금납부안내

박락준(6) 김삼식(4-6) 이재구(1-12)

서정근(5-6) 우영인(5-6) 장수지(1-2)

추승호(3-6) 최영찬(5-6) 허종(6)
정마이클(6)� 합계:$1,650

주일헌금납부안내

주일미사참여 141명 합계:�$1,268

공지사항

#�2차헌금안내

- 6월 20일:�성당유틸리티 2차헌금

#�매일미사책 신청안내
- 1년 구독비용 :�$48�(신청마감 7월 26일까지)

- 구독기간 :�2021년 8월 - 2022년 7월

- 기존매일미사책보다큰사이즈인 “대형매일미사”책

구독신청도가능합니다.

- 문의및신청:�사무장 (732-258-5998)

#�2021년 Bishop’s Annual Appeal

-각가정에서교구청으로부터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봉투를이용하여직접교구청으로보내시거나

사무실로전달하시어납부하실수있습니다.

-온라인납부 http://diometuchen.org/BAA

- 2021년본당할당금액은 $35,000이며 5/10까지

약정된금액은$�32,000�(목표금액의 91.4%,�117명

참여)입니다.

라디오미사 (주파수 FM�100.1MHz)

#�라디오방송미사에참여하실분은성당옆큰주차장의
지정된지역에주차후 FM�100.1MHz로맞추시고미사를
청취하시면됩니다.�미사후기다리시면신부님께서직접
차량을방문하시어성체분배를해주십니다.

<마르코복음>��4,26-34

그때에예수님께서군중에게말씀하셨다.� “하느님의나라는이와같다.�어떤사람이땅에씨를뿌려놓으면,�밤에자고낮에

일어나고하는사이에씨는싹이터서자라는데,�그 사람은어떻게그리되는지모른다.�땅이저절로열매를맺게하는데,

처음에는줄기가,�다음에는이삭이나오고그다음에는이삭에낟알이영근다.�곡식이익으면그사람은곧낫을댄다. 수확

때가되었기때문이다.”

예수님께서다시말씀하셨다. “하느님의나라를무엇에비길까?�무슨 비유로그것을나타낼까?�하느님의나라는겨자씨와

같다.�땅에뿌릴때에는세상의어떤씨앗보다도작다.�그러나땅에뿌려지면자라나서어떤풀보다도커지고큰가지들을

뻗어,�하늘의새들이그그늘에깃들일수있게된다.”

예수님께서는그들이알아들을수있을정도로,�이처럼많은비유로말씀을하셨다.�비유를들지않고는그들에게말씀하지

않으셨다.�그러나당신의제자들에게는따로모든것을풀이해주셨다.

주님의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2021년첫영성체를축하합니다.

•최상우 - 이서형(요안나),�김민주

(이스베리가), 김자경(크리스티나),�손영수(유스티노),�

한지혜(크리스티나)�,�채희백(바오로)�채미영(데레사)

•김기송 - 목지혜(크리스티나)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홍순연(비안나)

•최규학(프란치스코),�최혜경(데레사) - 가족
•이화자(마틸다) - 가족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최승웅(미카엘)�부제님진료및영성상담안내
- 일시:�매 주일미사후 - 오후 2시까지

- 장소:�친교실

- 부제님과의료및영성관련상담이필요하신분들께서는

미사후친교실로방문하시어상담하시면됩니다.

#�레지오아치에스행사

- 일시:�6월 13일주일미사후

- 장소:�성당

- 참가대상:�레지오단원및협조단원

-준비물:�묵주,�뗏세라

지난 6월 6일지극히거룩하신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미사중 5명의어린이들이첫영성체예식으로그리스도와더

깊이일치하는삶을시작했습니다.�예수그리스도께서당신의성체와성혈을통해베풀어주시는지극한사랑이첫영성체

어린이들에게가득하길바랍니다.�

감사헌금

나제이($300) 합계:$300

#�이남웅 (스테파노)�주임신부님 6월화상영성강의
- 일시:�6월 26일(토)�저녁 8시-9시반

- 주제:�예수성심신심 - 하느님사랑을배우는학교

-강의방법:�Zoom화상강의(�강의접속링크는

구역장님들을통해알려드릴예정입니다.)�

#�코로나관련마스크및사회적거리두기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미사참례시사회적거리두기를

원하시는신자분들께서는제대왼편(성가대맞은편)에

앉으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