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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부자 청년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하인리히 호프만 1889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소장
<마태오 28,16-2>

프랑수아 조제프 나베, 1840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 화답송

시편146(145),6ㄷ-7.8-9ㄱ.
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복음환호송
마태 5,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주간 전례 말씀

마르코 12,38-44

<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1/08/21

지혜서1,1-7

루카 17,1-6

화요일 11/09/21
수요일 11/10/21

에제키엘 예언서 47,1-12
지혜서 6,1-11

요한 2,13-22
루카 17,11-19

목요일 11/11/21
금요일 11/12/21

지혜서 7,22ㄴ-8,1
지혜서 13,1-9

루카 17,20-25
루카 17,26-37

토요일 11/13/21
일요일 11/14/21

지혜서 18,14-16; 19,6-9
다니엘 예언서 12,1-3

루카 18,1-8
마르코 13,24-32

히브리서 10,11-14.18

미사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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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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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병즙(요한)

• 윤영노(글라라)

- 최정원(레지나)

• 박로철(야고보)

- 민규란(엘리사벳)

•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자비의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생미사

- 봉헌자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과 아버님 토마스
- 채희백(바오로)
•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이 브라이언(베드로), 미나(베로니카) 가정
- 사랑공동체
• 송민아(레베카)

- 가족

• 허기욱(바오로)

- 먼로구역

• 오애희(율리안나)

- 썸머셋구역

임문수(11)
이기순(7-12)
합계: $1,5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49명

# 11월 7일 (주일)위령성월 성당 묘지 참배 및 연도
- 시간 : 오전 10시 30분(신용철 다니엘 단장님 주관)
오후 1시 (윤석로 이냐시오 부제님 주관)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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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통합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수) 오후 7시 친교실

교무금 납부 안내
손영수(10-12) 양영길(11-12)
채희백(11-12) 전광수(9-10)
곽유리안나(11-12)

# 2차헌금
- 11월 14일 : Utilities
- 11월 21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합계: $1,454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 Our Lady of Mercy 2021 Fall 50/50 Drawing
- 추첨일시: 11월 20일 (토) 4시 미사 후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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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회 고춧가루를 구매하신 분들은 11월 7일 미사
전후에 픽업하시면 됩니다.
#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음료판매 수익금 $500을
방글라데시 수해 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 마르코 복음> 12,38-44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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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10월 31일) 미사 후 유스그룹 박서진 사무엘 학생과 이서형 요안나 자매님, 김수완 세실리아 청소년 분과장님,
Charles Skriner 선생님이 뉴튼 수도원 트리농장에 가지치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뉴튼 수도원 지석영 베르나르도
수사님을 도와 수도원의 주 수입원인 겨울에 판매할 크리스마스트리 약 50그루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멋진 가을 날,
자연과 가족과 함께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김수완 세실리아 선생님이 전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