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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 편지 

 

지난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선풍기 바람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불볕더위를 체험하면서, 어쩌다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면 ‘아아!’ 하고 눈을 감으며  

기계가 아닌 자연 바람의 존재를 새삼 고마워하였습니다.  

여름을 잘 견디면 가을을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가을바람은 또 얼마나 나를 설레게 할까 고요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꽃밭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코스모스 빛깔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노래의 후렴처럼 읊조리며  

바람은 내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꽃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당신도 꽃처럼 아름답게 

흔들려 보세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과 사랑의 길에서 나는 흔들리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것 같네요. 종종 흔들리기는 하되  

쉽게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말이지요. 

아름다운 것들에 깊이 감동할 줄 알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픈 사람 · 슬픈사람 ·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울 줄도 알고······.  

그렇게 순하고 아름답게 흔들리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싶습니다. 

 

                                          -  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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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미사와 함께 
                                  
 
레지오 마리애:     

순교자들의 모후: 화요일 오후 7:00 
천주의 모친: 금요일 오후 8:00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평일 목요일 미사와 함께 

 

Youth Group:  
주일 오전 10:20 St. Paul’s 성당2층 

 

유아세례, 혼인면담, 봉성체: 신청시 
 

 

용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받아들여 

막혔던 마음이 뚫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 화답송�

�◎� (후렴)�내�영혼아,�주님을�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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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송창훈 비오가정에서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봉헌가정에서 준비하신 다과친교가 St.Paul’s 사제관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10월 6일 본당 야외미사 (08:30–18:00예정) 

장소: World Apostolate of Fatima 성당  

674 Mountain View Pd E, Asbury, NJ 08802 

이동수단: 버스, 개인차량 

참가비: 없음(도네이션 환영) 

준비물: 묵주, 봉헌금, 점심 도시락 및 개인용품 

✜ 제1구역 소공동체 모임 
9월 29일 주일 미사 후, 조용만 스테파노, 김영란 비아 

가정 1720 Otts Chapel Rd, Newark, DE 19702  

(302 369 3532) 

✜ 베드로회 모임 
9 월 29 일 주일 미사 후 1 시 30 분, 교육관 

✜ St. Paul’s 성당 청소 

9 월 29 일: 4 구역, 10 월 13 일: 5 구역, 11 월 3 일: 6 구역 

✜ 사제관 Water Heater 교체 
총 비용 $534 (히터 $334 + 인건비 $200) 중 김광수 

발렌티노 형제님께 지급해드린 인건비 $200 은 

형제님께서 성당에 감사헌금으로 다시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37 221, 217 151, 155 283 

 

 
 

10/1(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0/2(수) 19:30 평일 미사 St. Paul’s 

10/3(목) 11:00 평일 미사, 성요셉회 교육관 

10/4(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0/6(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이명자 베로니카, 박 죠셉 

생미사: 장은주 율리아나, 조아라 안젤라, 김신희 미카엘라,     

        김나영 쥴리안나  
 

미사지향은 수요일까지 전례분과에 신청바랍니다.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302 893 8002) 

 
✜ 우리들의 정성(9/15~9/22) 

주일헌금: $ 456 

감사헌금: 감광수 발렌티노 $200, 고순옥 마틸다 $300 

교무금: 강주현 8월, 김택수 9-12월, 서행부 9-12월,  

        이상헌 9,10월, 임용주 8월 

 
 

공동체� ·�단체�모임�

※ 설렁탕 깍두기 바자회 (마르타회) 
 

인공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햇무로 만든 건강한 

맛의 깍두기와, 48시간 팔팔 끓인 진국의 설렁탕을 

마르타회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설렁탕 (32oz)   1통   = $10 

깍두기 (1gallon) 1봉지 = $10 

 

날짜 전례행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9/29 연중 제26주일 박상진 임성윤 송유준 임성윤, 송민우 윤우식, 윤다혜 송창훈 비오 가정 

10/6 야외 미사 김진숙 정지상 한형님 강지유,윤다해  김혜민,박민지 전체친교 

10/13 연중 제28주일 공정임 이명근 김영란 이명근, 김영란 홍성호, 김혜원 이명근 마지아 가정 

10/20 연중 제29주일 윤성숙 유진희 박연실 한수, 한빈 강지유, 민서 한기석 라파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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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전례�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