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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묵주기도의 어머니>
바르톨로메오김옥순
에스테반
1650년
수녀무릴요,
l 성바오로딸수도회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신명기 6,2-6
# 화답송

시편18(17),2-3ㄱ.3ㄴㄷ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요한 14,23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르코 12,28ㄱㄷ-34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2독서 히브리서 7,23-28

주간 전례 말씀

# 복음환호송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1/01/21

요한묵시록 7,2-14 / 요한1서 3,1-3

마태오 5,1-12ㄴ

화요일 11/02/21
수요일 11/03/21

욥기 19,1-27 / 사도 바오로 로마서 5,5-11

마태오 5,1-12ㄴ
루카 14,25-33

목요일 11/04/21
금요일 11/05/21
토요일 11/06/21
일요일 11/07/21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8-10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4,7-12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5,14-21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6,3-27
열왕기 상권 17,10-16
히브리서 9,24-28

루카 15,1-10
루카 16,1-8
루카 16,9ㄴ-15
마르코 12,38-44

미사지향

공지사항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최상우

- 가족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김명규

- 가족
-안현정(소화데레사)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윤영노(글라라)

- 민규란(엘리사벳)
- 최정원(레지나)

• 한경애(유리안나)
• 박로철(야고보)

- 가족
- 민규란(엘리사벳)

• 정 Gabby 은미

- 김자경(크리스티나)

생미사

- 봉헌자

•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 허정자(데레사)

- 성순영(라파엘라)
- 반석회

• 황덕삼(가브리엘) 가족
• 변태용(요셉)

- 노스브런스윅 구역
- 가족, 채희백(바오로) 가족,

박락준(베드로), 한지혜(크리스티나)
• 변인순(엘리사벳)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오현주(요한), 오옥자(데레사)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안현정(소화데레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 송현경(크리스틴)

-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오용덕(11-12)
민규란(6-12)
이지민(8-12)

이대우(9-10) 최완준(10-12)
한상철(10) 추민수(5-8)
합계: $1,700
감사헌금

#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 주일 미사 전
11시에 묵주기도를 다같이 바칩니다.
- 10월 31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11월 1일(월) 오전 9시, 성당 (영어)
# 위령의 날 통합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11월 2일(화) 저녁 7시 성당 (한/영)
- 미사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지향자 및
- 봉헌자 성함을 기입하셔서 사무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 Daylight Saving Time(썸머타임) 해제 안내
- 11월 7일 (주일) 새벽 2시에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이 점 유의 하시어 미사 시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11월 7일 (주일 )위령성월 성당 묘지 참배 및 연도
- 시간 : 오전 10시 30분(신용철 다니엘 단장님 주관)
오후 1시 (윤석로 이냐시오 부제님 주관)
- 장소: 교구 묘지 Resurrection Cemetary
899 E Lincoln Ave, Piscataway
#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본당 주임신부님의 4주간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손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를 집전 해주십니다.
- 11/7, 11/14, 11/21 김철희(시몬) 신부님
- 11/28 김홍철(베다) 신부님
# 성가대 연습이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성당에서 있습니다. 미사 전 묵상 및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성모회 고춧가루 구매하신 분들은 11월 7일 미사
전후에 픽업하시면 됩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안현정($3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46명

#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합계: $1,696

구역 모임
#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주일) 미사 후 금호정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Our Lady of Mercy 2021 Fall 50/50 Drawing
- 추첨일시 및 장소: 11월 20일 (토) 4시 미사 후, 친교실
- Raffle 구매(장당 2불)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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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복음> 12,28ㄱㄷ-34
그때에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당소식
지난 주일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대상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프린스턴 대학교 가톨릭 학생회에서 Outreach &
Communications Chair 를 맡고있는 세실리아 김 학생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강연에 참가한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학생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연 주제: My Faith Story – how I continue my faith in college and any
advice to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