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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함께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낭만포차 단상

해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동네 어귀의 나무들은 제각기 색동옷으로 갈아 입고 있었다.
그 중 유난히도 풍성하고 예쁘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며
소녀 감성이 발동해 가던 길을 멈추고 책갈피용 나뭇잎을 찾으려
이것 저것 살펴본다.

멀리서는 참 예뻐보였는데.... .

하나같이 벌레먹고, 구멍나고, 바람에 찢기고, 말라서 오그라지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새삼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떠 올리게 되었다.

'낭만포차' 행사를 치르며, 서로 서로 힘을 합쳐 음식을 장만하고,
땀 뻘뻘 흘리며 서빙하는 모습, 모두가 하나되어 바쁘게 움직이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서로 다른 모습의 나뭇잎들처럼
나 혼자서는 결코 예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하니
오히려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부족함이 한데 어우러져
알록달록 더욱 풍성하고 예쁜 색깔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결코 혼자서는 예쁘지 않지만 함께이기에 예쁜 것을.... .

또한 주님 함께 계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 윤영실 에밀리아나 -

- 주일미사: 오전 11:00 @ St.Paul's
 209 Washington St., 
 Delaware City, DE 19706

- 평일미사: 4, 5, 6, 9, 10, 11월 
      수요일 오후 7:30   @ St. Paul’s 
      목요일 오전 11:00 @ 교육관

- 성시간 : 첫째주 수.목 미사와 함께
                                
- 레지오 마리애 :    
   순교자들의 모후: 화요일 오후7:00
   천주의 모친     : 금요일 오후8:00

-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 
   평일 목요일 미사와 함께

- Youth Group:  
   주일 오전 10:20 @ St. Paul’s 2층

- 유아세례, 혼인면담, 봉성체 및
   차량, 집 축성 : 신청시

11월 1일(금)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영어로는 All Saints' Day 이며 
예전에는 All Hallows' Day
라는 말로 더 널리 불리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국가에서 
의무축일로 지내는 큰축일 
입니다. 큰축제일인만큼 
전야제가 있으며, 바로 All 
Hallows Eve에서 Halloween
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교육관 경당에서 오전 11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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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김일월 말가리타•이루시아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봉헌가정에서 준비하신 다과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소공동체 모임
6구역: 11 월 9일 (토) 오후 3시 
박용철 아퀼로•신균 데레사 가정
58 E.Radison run Clayton, DE 19938
✝ 사목회: 오늘(10월 27일) 미사후 St. Paul’s 
사제관에서 사목회 있습니다.

✝교육관 대청소
11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준비물: 필요한 청소도구, rake, 장갑
점심제공: 감자탕(장혜숙 발레리아 자매님 봉사)
✝ St. Paul’s 성당 청소: 11월3일, 6구역

✝ 바자회
11월3일: 고구마 바자회 $30/box(20lbs)
11월24일: 만두바자회 (김치/야채/고기, $20/bag)
판매수익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기금으로 기부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 77 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2019 년 11 월 1 일 (금) 오후 7 시-11 월 3 일(일) 오후 
5 시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문의 및 신청: 김진 돈보스코 / 김용숙 젤마나
646-522-2981 / 201-232-7463
Email: jamesjinkim19@gmail.com

10/29(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0/30(수) 19:30 평일 미사 St. Paul’s
10/31(목) 11:00 평일미사,  

성요셉회
교육관

11/1(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1/3(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박죠셉, 조병민, 이성녀, 윤동섭, 최종영 
소화테레사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장정하 소피아
미사지향은 수요일까지 전례분과에 신청바랍니다.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302 893 8002)

✝ 우리들의 정성(10/14~10/20)
주일헌금: $392, 2차헌금: $227
교무금: 김국제 9, 김용상 9,10, 박기승 9,10, 박상진 
6-10, 서연준 9,10, 송정섭 9,10, 윤여강 8,9, 이덕수 
10-12

전교주일 행사 도네이션: 
김일월 말가리타 ($500), 정주영 아나 가정 ($200), 
서영하 스테파노 가정($100), 조나단 박 ($100), 박기승 
레오 가정($200), 임정애 루피나(사과 바자회 $335)
재료 도네이션:  조정원 레오 가정,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임지용 바오로 가정, 이상헌 요한 가정

 ✝ 화답송
◎ (후렴)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
이 들어 주셨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71 221, 219 175,178 437

✝ 오늘 2차 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미사 · 전례 봉사
날짜 전례행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10/27 연중 제30주일 박  건 김일월 이루시아 김일월, 이루시아 송유준, 김민주 김일월 말가리타 가정 
이루시아가정

11/3 연중 제31주일 공정임 임정애 윤영실 임정애, 윤영실 윤우식, 정캐롤 임용주 스테파노 가정

11/10 연중 제32주일 박상진 박연실 임지용 박연실, 임지용 김태현, 윤다해 임지용 바오로 가정

11/17 연중 제33주일 윤성숙 이수용 이창민 이창민, 이혜민 김민주, 한빈 이수용 루가 가정

※ 해당일 전 주 미사 후와, 해당일 미사 30분 전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