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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생미사 - 봉헌자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이호용(프란치스코)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변태용(요셉) 가족, 

올드브릿지구역

• 김진철(요한) - 가족

• 한광동(바오로) - 이요한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 변태용(요셉) 가족

• 채희백(바오로) - 이호용(프란치스코) 가족

• 손영수(유스티노), 손홍희(아네스) 가정 - 이요한가족

• 홍지은(스테파니아) -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교무금납부안내

오용덕(7-8) 곽유리안나(7-8) 양영길(7)
정영철(7-8) 이호용(7-8) 이재구(7-12)
이용문(5-6) 유근성(7-12) 최완준(7-9)
손종철(7-9) 합계:$1,850

주일헌금납부안내

주일미사참여 133명 합계: $1,717

공지사항

# 2차헌금안내
- 7월 18일: 성당유틸리티 2차헌금
- 8월 8일 : 성당유틸리티 2차헌금
# 매일미사책 신청
- 1년구독비용 : $48 (신청마감 7월 31일까지)
- 구독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7월
- 문의및신청: 사무장 (732-258-5998)

# 이남웅(스테파노) 주임신부님 7월화상영성강의
- 일시: 7월 24일 (토) 저녁 8시-9시반. 
- 주제: 코로나시대의우리신앙
- 강의방법: Zoom  화상강의 (강의접속링크는
구역장님들을통해알려드릴예정입니다) 
- Zoom (Meeting ID: 951 5871 0737, Passcode: 1 )

라디오미사 (주파수 FM 100.1MHz)

# 라디오방송미사에참여하실분은성당옆큰
주차장의지정된지역에주차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미사를 청취하시면됩니다. 미사후
기다리시면신부님께서직접차량을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해주십니다.

<마르코복음>  6,30-34

지난주일미사중사목위원회이취임식이있었습니다. 그동안수고해주신한상철(빈첸시오) 회장님과
손홍희(아네스) 성모회장님, 손홍구(바오로) 시설분과장님, 서인석(프란체스코) IT분과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에디슨한인성당발전을위해서수고해주실채희백(바오로) 회장님과사목위원님들께도감사드립니다.

본당소식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김정수(이사벨라) - 윤안젤라

• 김광희(요셉) - 가족

• 조흥수, 서남애 - 가족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진료및영성상담
- 일시및장소: 매주일미사후 -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의료및영성관련상담이필요하신
분들께서는미사후친교실로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됩니다.

# 코로나관련마스크및사회적거리두기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참례시사회적거리두기를
원하시는신자분들께서는제대왼편(성가대맞은
편)에앉으시면됩니다.

# 예비자교리반안내
- 7월 11일부터예비자교리를시작합니다. 
교리를시작하시는 3분의예비교우분들을위해
기도부탁드리며, 예비자교리에관심있는분들께
안내바랍니다.(7월 31일마감)
- 문의 : 선교분과장이서형요안나

# 사무장휴가안내
- 7월 24일주일부터 8월 22일주일까지사무장
휴가로인해미사지향신청및업무는카톡메세지
또는카톡전화로문의바랍니다.

# 2021-22 주일학교및유스그룹선생님모집
- 신앙안에서주일학교(K-8th grade)와유스그룹
(9th-12th grade)을잘이끌어주실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8월 22일마감)
- 문의: 청소년분과장김수완(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사도들이예수님께모여와, 자기들이한일과가르친것을다보고하였다. (마르 6,30)

복음묵상나눔

사도들이그랬듯, 내가주님을위해서한일과남들에게복음을전하거나가르친것을서로나누어봅시다.

예수님께서그들에게, “너희는따로외딴곳으로가서좀쉬워라.”하고말씀하셨다. (마르 6,31)

감사헌금납부안내

최정원($500) 익명($500)  합계: $1,000 # 2021-22 주일학교학생(K-8학년) 모집
- 접수: 8월 1일 - 9월12일까지 (개강일 9월 26일)
- 문의: 청소년분과장김수완(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올여름에주님안에서의참된쉼을계획해봅시다.

그래서그들은배를타고외딴곳으로떠나갔다. (마르 6,32)

외딴곳으로가는이유는주님과나호젓한둘만의시간을보내기위함입니다. 굳이산이나들로나가지
않더라도주님과단둘만의시간을가질수있다면그곳이바로 ‘외딴곳’이될것입니다. 나만의외딴곳을
어떻게확보하고있는가? 아직하지못하고있다면실행계획을세워봅시다.

그때에사도들이예수님께모여와, 자기들이한일과가르친것을다보고하였다. 그러자예수님께서그들에게,
“너희는따로외딴곳으로가서좀쉬어라.” 하고말씀하셨다. 오고가는사람들이너무많아음식을먹을겨를조차
없었던것이다. 그래서그들은따로배를타고외딴곳으로떠나갔다. 그러자많은사람이그들이떠나는것을보고,
모든고을에서나와육로로함께달려가그들보다먼저그곳에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배에서내리시어많은
군중을보시고가엾은마음이드셨다. 그들이목자없는양들같았기때문이다. 그래서그들에게많은것을가르쳐
주기시작하셨다.
주님의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 사목회워크샵
- 일시및장소: 7월 25일주일미사후친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