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29th, 2019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He went and dwelt in a
town called Nazareth,
so that what had been

spoken through the
prophets might be

fulfilled,
He shall be called a

Nazorean.



Rosarian Christmas Dinner 

Christmas Tree Volunteer

Rosarian ladies had Christmas dinner at In Napoli.  We had a wonderful time with delicious

food, fun games, and amazing fellowship. Rosary Society meets second Tuesdays of the mont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rectory office. 

Young Adult Group went to St. Paul Abbey's to help cut, shape, pack and load Christmas trees! 

The group has various events and meeting every month.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office. 



Readings for the week of December 29, 2019 
Sunday:  Sir 3:2-6, 12-14/ Ps 128:1-2, 3, 4-5 [cf. 1] 
 /Col 3:12-21 or 3:12-17/Mt 2:13-15, 19-23  
Monday: 1 Jn 2:12-17/Ps 96:7-8a, 8b-9, 10 [11a] 
 /Lk 2:36-40 
Tuesday:  1 Jn 2:18-21/Ps 96:1-2, 11-12, 13 [11a]/Jn 1:1-18 
Wednesday:  Nm 6:22-27/Ps 67:2-3, 5, 6, 8 [2a]/Gal 4:4-7 
 /Lk 2:16-21 
Thursday:  1 Jn 2:22-28/Ps 98:1, 2-3ab, 3cd-4 [3cd] 
 /Jn 1:19-28 
Friday: 1 Jn 2:29—3:6/Ps 98:1, 3cd-4, 5-6 [3cd]/Jn 1:29-34 
Saturday:  1 Jn 3:7-10/Ps 98:1, 7-8, 9 [3cd]/Jn 1:35-42 

Eucharis c Bread & Sacramental Wine 
In Memory of LORY SPIER-GEWEHR 

requested by The Rinaldi Family 

\Ç fçÅÑtà{ç 

                          Please pray for those who are sick in our  
                        Parish, for those at home, i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and especially for: 
                     Yolanda Stepcich, Luiz Ornelas, John Pacheco,  
Carolyn Mangino, Kay Valle,  Maureen Guarino, Ella Dover, 
Michael Burns, Mary Kelly, Ellen McQuade, Maria Mendez, 
Carol Munier, Bridget O’Connor, Margarida Schwingel, 
Hertha Meyer, Renie Corbin, Lilia Franco, Doris Caroline 
Kozma, Richard Giacobone, Connie Ghent, Lisa Hagopian, 
Abraham Sanchez, Antonia DeTrespalacio, Hugo Fernando 
Carpio, Anthony & Virginia Santai , Mercedes Jovita Dos 
Anjos, Marilyn Brenes, Julianne & Caroline Rosse e, Anna 
Simonsen Meehan, Linda O’Connor, John Buckley, Arthur 
Kozma, Por a DeGast, Una Preston, Steve Petraglia, Judy 
O’Connor, Owen Hitch, Lisa Cartagena, Edgar Romero, Ana 
Dela Rosa,  Maite Correo-Cepeda, and Anthony Mayorga. 
May God grant them healing. 
 
 
 
 

Please remember in your prayers, our deceased priests, 
sisters, parishioners,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have been called home to the Lord, especially: 

MARIE MEHLING 
JOHN BUCKLEY            ENRIQUE PANNOU   

Saturday - December 28 
  5:30 - PRUDENCE PITARESSI & JOSEPHINE CICCOLINI 
             (Anniv.) ~ Fortunata Barbara 
Sunday - December 29 
  7:30 - FOR OUR PARISHIONERS 
  9:00 - RUDOLPH CENNERAZZO (Anniv.) ~ Daughter 
10:30 - KRISTEN VIOLA ~ Madonna Rosary Society  
12:00 - A. GEORGE TERRALAVORO (65th Anniv.)  
             ~ Dorothy Mizii & Family 
Church on the Hill 
11:00 - PARISH BEYOND THE GRAVE 
 
Monday - December 30 
  7:15 - MIN SOO JOSEPH ~ Wife 
  8:30 - MARTY PICCINICH ~ Emidio & Nicolino Morin 
 
Tuesday - December 31 - NEW YEAR’S EVE 
  7:15 - JOSE DONACIMIENTO ~ dtr., Gloria Falla 
  8:30 - HENRY J. MIZII (11th Anniv.) ~ Dorothy Mizii & Family 
  5:30 - FLORINA & GIOVANNI MANCINI ~ Italia & Luciana 
 
Wednesday - JANUARY 1, 2020 - NEW YEAR’S DAY 
  9:00 - IN MEMORY OF ALL THE DECEASED PRIESTS AND  
             RELGIOUS WHO SERVED MADONNA PARISH 
10:30 - MARIA BUSSANICH (Anniv.) 
             ~ Giuliana & Rachele Bussanich 
12:00 -  Michael Morgan ~ Ma lda Said 
 
Thursday - January 2, 2020 
 7:15 - LIBERATO MANOCCHIO (20th Anniv.) ~ Anna Guis no 
 8:30 - CONCETTA PECORELLI ~ Mr. & Mrs. Felicino Salerno 
 
Friday - January 3, 2020 
  7:15 - TONY MORIN ~ Silvio & Antoine e 
  8:30 - GIOVANNI MORIN ~ Emidio & Nicolina Morin & Family 
 
Saturday - January 4, 2020 
  8:30 - ADOLFO TARABOCCHIA ~ Silvio & Antoine e 
  5:30 - FRANK CARATOZZOLO ~ Josephine Brady & Family 
Sunday - January 5, 2020 
  7:30 - NICOLO SCRIVANICH (Anniv.) John & Anna Mircovich 
  9:00 - ADOLFO TARABOCCHIA ~ Anci Piccinich 
10:30 - MILENA PICCINICH ~ Michaelpolous Family 
12:00 - TOM MARUS ~ Wife 
Church on the Hill 
11:00 - MATTEO SCRIVANICH (Anniv.) ~ Wife & Children 

Please Pray for the Unborn 



KNIGHTS OF COLUMBUS 
The Knights are sponsoring a ‘Free-Throw Basketball 
Championship” scheduled for January 11th, 2020.  The 
event will take place in the Madonna parish hall.  Oscar 
Parra, coach of Christ the Teacher basketball program, has 
started to work on organizing the event and we’d like to 
get the word out to all schools in Fort Lee.  This event is 
open to all boys and girls, ages 9 through 14, who compete 
making baskets. 

There will be NO CCD classes today.  
Our Religious Educa on classes will 
resume on Sunday, January 12th. 
*Attention Parents of First Holy Communicants* 
There will be a First Communion Parents Mee ng held 
on Sunday, January 26, 2020, at 1:00 PM.  The mee ng 
will take place in the Spanish Classroom in Christ the 
Teacher School. 

First Friday Holy Hour 
                   Next Friday, January 3rd, 2020, is the First  
              Friday of the month.  Our monthly nocturnal  
           adora on of the Blessed Sacrament will take place 
in the Church star ng at 7 PM, with exposi on of the 
Blessed Sacrament.  Our Lord will con nue to be ex-
posed for adora on un l 8 PM. 
We sincerely invite our parishioners and friends to visit 
with Our Lord,  - to spend some precious me with Him. 

 

We welcome into the Church through the Sacrament of 
Bap sm:  Gabriel Miguel Chehirian, son of Rafi and Ada; 
and Pasquale Gerenini, son of Antonio and Francesca. 

                      THANK YOU. . .  
                       We wish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all  
                   the children, teachers and parents, as well as  
                 everyone who helped in any way to make our        
CCD Christmas Party and Pageant the wonderful success 
it was.   We are very proud of our youngsters, and we’re 
especially grateful to Cas elle Chun, our Director of Reli-
gious Educa on, Jennice Cardenas, CTT 8th Grade Teach-
er, and Chris na Lee, for their me, talent and effort, 
making this a such a successful event. 

“‘Rise,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flee to 
Egypt, and stay there until I tell you.’”  
725 kilometers. That’s the distance on mod-
ern roads from Bethlehem to Cairo. Assum-
ing one covered 40km a day on foot; ambi-

ous for two young parents and their infant 
son — the journey would take well over two 

weeks. Of course, the Holy Family didn’t have modern 
roads. They would travel through wilderness, fear bandits, 
run low on water, and cross the vast Sinai Peninsula in a 
reverse of their forefathers in Exodus. Here, in struggle and 
sacrifice, are the beginnings of the forging on of the Holy 
Family.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of the Holy Family.  The 
Knights of Columbus will  be handing our prayer cards a er 
Mass today.  This is in prepara on for the Consecra on to 
the Holy Family.  Please look for upcoming informa on in 
future bulle ns. 

Prayer for the New Year 
     Time is too slow for those who wait, too swift for those 
who fear, too long for those who grieve, too short for those 
who rejoice. 
     Lord, we thank you for your gift of the seasons.  Through 
your reflected beauty, they help us to mark the passing of 
time. 
     Bless us with your special accuracy, those who help us be 
organized and on time, who help us keep our schedules and 
appointments. 
     Bless us with sensitivity when we impose on the precious 
time of others. 
     For those whose time is now eternity, share the blessing 
of your light and peace. 
     You said, “Watch and pray, for you know not the day or 
the hour.”  May the anticipation of your coming turn us to you 
each day. 
     Take from us the guilt and failure of the past by deepening 
our faith in your forgiveness. 
     Spare us all anxiety and worry for the future by strength-
ening our trust in your ever watchful and loving providence. 
     Teach us to live each day in your love, cherishing each 
moment as we experience it, leaving all else safely in your 
hands. 
     Hear us now in your mercy and extend your blessing to 
the instruments, calendars and timepieces we use to meas-
ure time. 
     Bless our clocks and watches so we may experience the 
miracle of each second.  May they help us not miss what is 
important while you keep us from our machine-like routine.  
Free us from being clock watchers, make us time lovers. 
     Bless our calendars, these ordered lists of weeks and 
months, of holy days and holidays, of feast and fasts, all our 
special days of remembering. 
     And finally, Lord, bless this new year, each of its days and 
nights.  Bless us with full means and new moons, with happy 
seasons and healthy lives. 
     Grant to us, Lord, your gift of love and peace.  
      Amen. 

2020 



● 12월29일(주일):  성가정 축일 

  

◇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마태 2,13-15.19-23 
 
 

● 12월30일(월): 성탄 팔일 축제 제6일 
   
* 제1독서: 1요한 2,12-17 

◎ 화답송: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 복음: 루카 2,36-40 
 

● 12월31일(화): 성탄 팔일 축제 제7일 
 
* 제1독서: 1요한 2,18-21 

◎ 화답송: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 복음: 요한 1,1-18 
 

● 2020년 1월1일(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제1독서: 민수기 6,22-27 

◎ 화답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복음: 갈라 4,4-7    * 복음: 루카 2,16-21 
 

● 1월2일(목): 성 대 바실리오 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 제1독서: 1요한 2,22-28 

◎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복음: 요한 1,19-28 
 

● 1월3일(금): 주님 공현 대축일 전 금요일 
 
* 제1독서: 1요한 2,29-3,6 

◎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복음: 요한 1,29-34 
 

● 1월4일(토): 주님 공현 대축일 전 토요일 
   
* 제1독서: 1요한 3,7-10 

◎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복음: 요한 1,35-42 

    매일미사     미사지향 

성 

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63 210/219 174/186 2 

 

  
* 12/28 (토) 오후8시(특전) 
    
 

(토) 
  

  
연) 박영호 안드레아 / 박인환 라파엘 

연) 이금상 율리아 / 이경자 세실리아 

연) 김막달 데레사 / 이명희 아네스 

생) 이명희 아네스 / 이수미 안나 

생) 전엘리사벳 / 전문자 루시아 
   

* 12/29/19 (주일) 오전8시30분 
  
  

주일 

아침 

  
연) 엄민수 요셉 / 엄마리아 

연) 이범진 요셉 / 이행자 막달레나 

연) 이창일 엘리사벳 / 이정석 리노 

생) 한에드워드 / 한춘자 크리스티나 

생) 이지원 아가다 / 이영주 베드로 
  

  

  

주일 

오후 

  
(주일) 오후1시30분     
연) 이종옥 디모테오 / 김안나 

연) 이점순 안나 / 김석찬 프란치스코 

연) 김막달 데레사 / 이명희 아네스 

연) 이용순 카타리나 / 이운학 그레고리오 

생) 이지원 아가다 / 이명희 아네스  
  

  
* 1/1/20 (수) 오후8시    -새해-   
   
  
 (수)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 1/3/20 (금) 오후8시   

(금) 
  

   
연) 박병돈 베드로 / 박수잔 마리아 

생) 모든 전례 봉사자들 / 이선일 안드레아 

생) 모든 사제와 수도자 / 익명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전례 및 봉사  

2019년 12월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안내  
 
          * 12/31(화): 저녁8시/ 대축일(특전-송년미사) 

          * 1 / 1 (수):  오전8시30분: 한국어 / 소성전 

                            오전1시30분: 한국어 / 대성전 

          * 의무축일 이므로 미사에 모두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 이번주일은 성탄연휴로 인하여 개인별 교무금 내역은 
  다음 주에 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인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 다음 주일은 교구분담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매 달 셋째 주, 오후1시30분: 대성전) 
 

● 12/22/19-1/5/20까지 주일학교 겨울 방학 입니다.  

   개학은 1/13/19(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오니, 부모님 

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금요일 (1월 3일) 합동 성시간  
 
        * 일시: 1/3/20(금) 오후 7시(대성전)  

    2019 성소후원회 회비납부 안내 
 
 * 올 한해도  성소 후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 로   

   도 와 주신 성소 후원회 회원여러분 께 진심으 로   

   감사드 립니다!  아직도  올 1년 회비를 미납하신  

   분 이나 신규회원으 로  가입하실 분 들은 , 사무실  

      또 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 내년 한 해도   성소 자들의 후원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지속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 리며 , 올 한해 감사드 립니다.~! 
               
                * 윤호 실 아네스 : T. 201-693-2828 

 일 시  시  간 미사해설       독      서 

12월29일 
  

오후8:00 
 토요특전 

신지연 

에스델 

1독서 하순이 로사 

2독서 김태경 히아친타 

오전8:30 
윤미정 

마리안나 

1독서 이홍석 요한 

2독서 이수지 율리안나 

오후1:30 
박근홍 

베드로 

1독서 김윤주 안나 

2독서 장수림 에피파니아 

성체분배 

  
8:30am: 안승원  권오정  김명자 

1:30pm: 김석찬  이행자  김무경   

 봉 헌 이용길 요셉  성백남 윌리암 부부 
  

12월31일 

 (특 전) 

오후8:00 박정수 
가브리엘라 

1독서 김용원 안드레아 

2독서 김찬미 벨라뎃다 

 봉 헌   하순성 비오 / 하순이 로사 부부 

 1월1일   

(새 해) 

오전8:30 
최진애 

글라라 
1독서 양재호 알베르토 

2독서 주지연 크리스티나 

오후1:30 
서지영 

카타리나 
1독서 황현철 라파엘 

2독서 김혜은 라파엘라 

성체분배 
8:30am: 안승원  권오정  김명자 

1:30pm: 김석찬  이행자  김무경 

 봉 헌 박기석 토마스 부부 / 신옥희 김가이   

  

 ● 2019년 교무금 납부 및 / 2020년 약정 안내  
 

  2019년, 한 해를 보내며, 교무금을 미납 하신 분들은  

 12월이 지나기 전,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당입구에 준비 되어있는 교무금 약정서에  2020년  

 책정하신 금액을 기입하시어, 1월분 교무금과 함께  

 미사 중, 헌금바구니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납부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나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교우분 

 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꾸르실료 신년 교례회    
    *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꾸르실료 신년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마돈나 모든 꾸르실리스따와   

         관심있는 신자 분 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 일시: 1/12/2020(주일)       * 장소: 대성전 

    * 일정: 오후4시(미사-대성전)  * 티켓: $20 

          오후5시20분(친교시작-본당체육관) 
 
► 울뜨레아 모임: 매 달, 셋째(주일)오전10시(사제관) 

    * 문의: 백종철 베르나르도(T. 646-64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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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변호사
(이민법, 상법전문)

 303 5th Ave
 #608호
 New York, NY 10016

212-279-8740

한아름약국
 

 (하채희 젬마
 하정석 요한 남매약사)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릿지필드 H-Mart 매장 안 위치:
365일 오픈)

월-토9:30am-9pm
일9:30am-8pm

201-943-8787

 NAM & HUH
 NAM & HUH LAW GROUP, PC

허서연 변호사
이민법 전문

1605 John Street. Suite 312
Fort Lee, NJ

201-468-0201

Funeral Home

“A Tradition of Excellence”
Recipient of the NFDA Pursuit of

Excellence Award for 8 Consecutive years
Louis J. Stellato, Jr., President | NJ Lic. No. 3052
Louis J. Stellato, III, Manager | NJ Lic. No. 4672
Dorianne Stellato Kryzsiak, Director | NJ Lic. No. 4707
Kenneth Mikatarian, Director Emeritus 1943-2017
(Not affiliated with Frank Patti & Kenneth Mikatarian Funeral Directors)

1601 Palisade avenue
Fort lee, nJ 07024

201-944-1202 | www.stellatofuneralhomes.com

K.COSMETICS 
ALL KINDS OF SKIN SERVICES  
Microbriding (eyebrow, eyeliner)

Facial massage 
507 MAIN STREET, 2ND FLOOR

FORT LEE NJ 07024

Kayi WELLNESS
 & SKIN CARE

917-841-7781

Heating Oil Premium • Diesel Fuels • Complete Heating Installations & Service
Air Conditioning • Fuel Tank Installations • Boiler & Burner Repair & Replacement

PROUDLY SERVING BERGEN, PASSAIC, HUDSON, AND THE SURROUNDING COUNTIES
contact@everreadyoil.com

www.everreadyoil.com • 201-343-4400

LOCAL, FAMILY
OWNED & OPERATED

SINCE 1935

Wills and Estates

Real Estate Transactions

SAVERIO V. CERESTE, ESQ.

1624 Center Avenue

Fort Lee, NJ  07024

 (201)944-4213

Contact Donna Delgrosso to place an ad today! 
ddelgrosso@4LPi.com or (800) 477-4574 x6295 

뉴저지 가톨릭 성물 센터
성물,신앙 서적,& 카페
단체로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
뉴저지 팔팍 카톨릭 센터 1층 
킹사우나 부근

윤마가렛 201-658-4446 
110 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Josephine 201-566-7931

 

  모던 치과
  (신 안나 DDS)

422 Main St. 1st Floor
Fort Lee, NJ 07024

201-585-1838



 Ad info. 1-800-477-4574 • Publication Support 1-800-888-4574 • www.4lpi.com Madonna Church, Fort Lee, NJ 03-1309

 심플리 부동산
 주택구입 / 상용건물
 비즈니스 매매 / Rent. etc 등.
  Kichol Kim(김기철 요한)
Short Sale & Foreclosure Resource Certification
Residential, Business & Commercial Sale & Rent

C 201.341.5054 | O 201.464.1000
F 201.648.7900 | kikim0415@yahoo.com
120 Sylvan Ave. Ste 106,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정원 일반내과 전문의
Fort Lee Internal Medicine

Dr. 김정원 마리아

201-482-8280       
1608 Lemoine Ave. #206
Fort Lee, NJ 07024
fortleemedicine@gmail.com
https://fortleedoctor.com/ Dr. Jeongwon Kim

OWNED AND OPERATED BY MADONNA PARISH
2070 HOEFLEY’S LANE, FORT LEE, NJ

201-944-7723

마돈나 묘지(납골당분양) 
버겐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묘지 
Madonna Cemetery
& Mausoleum
PRE-NEED PLANNING

RESERVE YOUR
CRYPT/NICHE SPACE
48 MONTHS - 0% FINANCING
Sales Counselor: Michael Brulato
담당: Mr. Greg Lopez

버겐 케어 약국 (SAS공인딜러)
처방약/ 당뇨신발/ 특수깔창 전문 (약 무료배달)

  1625 LEMOINE AVE. #1, FORT LEE, NJ (파리바게뜨 빵집옆)
 201-461-4646 / C.PED김태성 귀리노  (리치필드 H-Mart몰내   201-840-8887)

우리 자동차 정비바디
416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킹 사우나 한블럭 임마누엘 교회 맡은편)

Tel: 201-592-0009
201-566-0272

WIRELESS ZONE
Ukay Wireless LLC Franchisee

225 BROAD AVE #110.
PALISADES PARK, NJ 07650

팔팍 로데오 플라자 (WOORI BANK 건물내)
T. 201-346-0661 / 유재흥 엘리아 바오로

201-585-0404
(Fort Lee)
1585 Palisades Ave
Fort Lee, NJ 07024

212-779-3368
(Manhattan)
2 W. 46th St., Ste 501
New York, NY 10036

DR. SYNGBUM KIM DR. MINA C. KIMDR. JONATHANE S. JEON

전경수 교정치과  201-585-9392

김승범 치과          201-585-0404

Frank A. Patti
Kenneth Mikatarian

FUNERAL DIRECTORS

FRANK   PATTI
SENIOR DIRECTOR LIC. NO. 2693

FUNERAL & CREMATION SPECIALISTS

Funerals • Pre-Arrangements • End of Life Issues 

201-944-0100 | OPPOSITE MADONNA RECTORY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를 위한 장의사 

FREE LOCAL DELIVERY

201-947-5550
251 Main Street (corner of Center Ave) • Fort Lee, NJ 07024 • www.centerpharmacynj.com

김종호 약사 
문숙정 약사 
김기철 약사

MEDICADE, PAAD & MOST 3RD PARTY INSURANCE ACCEPTED
SURGICAL SUPPLIES, VITAMINS, HBA, ORIENTAL PRODUCTS, ETC.

James Kim R.Ph. 
Suk Jong Mun R.Ph. 

Thomas Kim Pharm. D. 

코스포 여행사
T. 201-242-9900
F. 201-242-9930
(장스텔라/강셀리나)

kosfotravel@yahoo.com
포트리한아름 쇼핑몰 안
158 Linwood Plaza #301, Fort Lee NJ

MERCY PUPPY RESCUE NJ
머시퍼피 레스큐 강아지 입양단체

Adopt and save a rescued 
puppy from South Korea!

www.mercypuppyrescue.org

Susan Francesca
917-476-3138  

Sarah Maristella
201-800-2626

축복 장례식장
844.766.1004

BLESSING FUNERAL HOME
 유족 형편에 맞춤형 장례서비스

(연도/ 미사)

한인 비석
KOREAN MONUMENT

한인 정서에 꼭 맞는 비석전문(제작,묘지설치)

 T. 201-602-1911/ 손한익 NJ State F.D

 Han Ik Son
 NJ State
 Funeral Director
 License #4915

59 Main St. Ridgefield Park
& Cliffside Park

메디케어 파트C
어드벤티지 플랜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러먼트 
메디갭 보험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요.
김크리스티나 Christina Kim

Licensed Broker in NJ & NY 9:00am-5:30pm 월-금

201-321-7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