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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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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민수기 11,25-29
# 화답송

시편19(18),8.10.12-13.14
(◎9ㄱㄴ)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제2독서 야고보서 5,1-6

주간 전례 말씀

# 복음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마르코 9,38-43.45.47-48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9/27/21

즈카르야 예언서 8,1-8

루카 9,46-50

화요일 09/28/21
수요일 09/29/21

즈카르야 예언서 8,20-23
다니엘 예언서 7,9-10.13-14

루카 9,51-56
요한 1,47-51

목요일 09/30/21
금요일 10/01/21

느헤미야기 8,1-4ㄱ.5-6.7ㄴ-12
바룩서 1,15ㄴ-22

루카 10,1-12
루카 10,13-16

토요일 10/02/21
일요일 10/03/21

탈출기 23,20-23
창세기 2,18-24

마태오 18,1-5.10
마르코 10,2-16

히브리서 2,9-11

미사지향

공지사항

연미사

- 봉헌자

• 김경희(수산나)

- 가족, 전옥주(글라라)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김삼식(베드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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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 최준혁(베드로)

- 박 엘리사벳

• 박중환(요한)

- 박정훈(베드로)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규란(엘리사벳)

• 이동현(요셉)

- 가족

• 김준호(베드로)

- 가족

• 한 아가비도(Agapitus)

- 가족

• 김복순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한상철(빈첸시오)

• 오용덕(헨리코)

- 한상철(빈첸시오)

• 박성호(다미아노) 신부님

- 정수지(아녜스)

• 에디슨 성당 공동체

- 주일학교 자모회

• 한광동(바오로), 한정식(글라라) 가정
- 이요한 가족,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변태용(요셉)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이요한(7-12)

안을봉(1-10)

한상철(9)

합계: $1,65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박화성($400)

합계: $4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60명
2차헌금(유틸리티)

합계: $1,559
합계: $770

#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 2차헌금 안내
- 9월 26일 : 허리케인 아이다 수재민 긴급 구호
- 10월 3일: 유틸리티
# Parish Picnic (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9/26/2021 일요일 11:00AM ~ 1:00 PM
- 장소: 미사후 성당 뒷 주차장
- 내용: 10:00 AM 한. 미 공동체 합동 미사
11:00 AM 음식나누기 및 바자회
01:00 PM 반려동물 축복식
# 이남웅(스테파노) 주임 신부님 10월 화상 영성강의
- 일시: 10월 9일 (토) 저녁 8시-9시 반
- 주제: 묵주기도의 영성
- 강의 방법: Zoom 화상 강의
- Zoom (Meeting ID: 951 5871 0737, Passcode: 1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KCB 가톨릭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 일시 :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오후 1-3시
-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40 Fort Lee Rd. Leonia, NJ 07605)
- 참가비: $20(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한국왕복 항공권
(이외에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티켓 구입 : 사무실
#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 10월 3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 성당 옆 Memorial Park (78 Elizabeth St.)
- 연락 : 유용희(율리아나) 908-507-5688
# 주일학교 기금마련 음료판매를 도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화성(헬레나)님께서 주일학교에 $400,
이승빈(레오)님께서 유스그룹에 $500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교부 ‘주보보내기’ 우표를 기증해주신
송진영(마리스텔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르코 복음> 9,38-43.45.47-48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
지난 주일 2021-2022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오리엔테이션과 자모회
주관 주일학교 기금마련 음료판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도와주신 많은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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