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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코 10,2-16>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창세기 2,18-24
# 화답송

시편128(127),1-2.3.45.6(◎ 5참조)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제2독서 히브리서 2,9-11

주간 전례 말씀

# 복음환호송

1요한 4,12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마르코 10,2-16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0/04/21

요나 예언서 1,1-2,1.11

루카 10,25-37

화요일 10/05/21
수요일 10/06/21

요나 예언서 3,1-10
요나 예언서 4,1-11

루카 10,38-42
루카 11,1-4

목요일 10/07/21
금요일 10/08/21

말라키 예언서 3,13-20ㄴ
요엘 예언서 1,13-15;2,1-2

루카 11,5-13
루카 11,15-26

토요일 10/09/21
일요일 10/10/21

요엘 예언서 1,13-15;2,1-2
지혜서 7,7-11

루카 11,27-28
마르코 10,17-30

히브리서 4,12-13

미사지향
연미사

공지사항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김삼식(베드로) 가족,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김현걸(토마스아퀴나스)
• 김경희(수산나)

- 가족, 전옥주(글라라),
김 스텔라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이윤석(리처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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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규란(엘리사벳)

• 박중환(요한)

- 박정훈(베드로)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이예두(요셉), 장치숙(아가다) - 이 이레네
• 권증수(시몬), 박복형(글라라), 강지원(베드로)
- 강성기(요셉) 가족
• 양순조, 조고만

- 가족

• 김지영, 유진

- 김 스텔라

생미사

- 봉헌자

• 채미영(데레사)

- Carol & Cliff Rockwell

• 한광동(바오로), 한정식(글라라) - CLC카도너
• 박화성(헬레나)

- 자모회

• 이승빈(레오)

- 자모회

• 신준호(빈첸시오)

- 오 토마스

• 김제니

- 대모

• Parish Picnic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 오 토마스

교무금 납부 안내
임문수(10)

최영찬(9-1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50명

합계: $2,007

2차헌금(허리케인 아이다)

합계: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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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일: 유틸리티 2차 헌금
- 10월 10일: All Souls Day of Remembrance
- 10월 24일: World Mission Sun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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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 주일 미사 전
11시에 묵주기도를 다같이 바칩니다.
- 10월 3일: 자비의 모후
- 10월 10일: 순교자들의 모후
- 10월 17일: 사랑하올 어머니
- 10월 24일: 일치의 모후
- 10월 31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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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왕복항공권 (이외에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및 티켓 구입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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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이미 기념일을 맞은 부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시: 10월 17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10월 7일 (목)
- 온라인 등록: http://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bration

마르코 복음 10,2-16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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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본당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신 자원봉사자 및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