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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가을바람은 

 
꽃밭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코스모스 빛깔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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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단풍나무 빛깔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는 나에에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붉은 뺨을 지난 바람이 내게 와서 말합니다. 

‘무엇이든 너무 잘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다에거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수평선과 맞닿은 푸르고 투명한 하늘빛을 닮았습니다. 

문든 어머니가 그립고 어릴 적 동무들이 보고 싶은 나에게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다정한 목소리로 바람이 말을 건네옵니다. 

‘언제나 그렇게 그리움이 많으시니 이별도 갈수록 힘들겠군요! 

그러면 슬픔도 많아질 테니 걱정입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의 존재를 자주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빛깔입니다. 

어쩌면 슬픔을 닮은 눈부신 빛. 

바람은 나에게 자꾸만 속삭이네요. 

‘이제는 진정 서늘해져야지요. 가벼워져야지요. 

다른 존재를 부수어 버리는 죽음의 바람이 아니라 

키우고 익히는 생명의 바람이 되어 멀리 떠나야지요.’ 

 

                                          -  이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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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님, 어서 오시어 제 안에 

사소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님과 함께 오소서. 

침묵과 깨어 기다림 속에, 

기도와 봉헌 속에, 

교회와 성삼위와의 일치 속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메시지를 담은 

‘마니피캇’을 부르신 당신의 열정 

속에 머무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요셉과  

일치하게 하소서. 

 

 

 ✜ 화답송�

◎� (후렴)�오늘�주님�목소리에�귀를�기울여라.�

너희�마음을�무디게�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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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모임 
6 구역: 11 월 9 일 (토)오후 3 시 박용철 아퀼로•신균 

데레사 가정, 58 E.Radison run Clayton, DE 19938 

5 구역: 10 월 20 일 주일 미사후 1 시 30 분 장소: 

박기승 레오가정 139 Belmont dr. 

Wilmington.  H:302-234-4269 C:302-897-1828 

 

✜ St. Paul’s 성당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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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216, 212 154, 168 270 

 

 
 

10/8(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0/9(수) 19:30 평일 미사 St. Paul’s 

10/10(목) 11:00 평일 미사, 성요셉회 교육관 

10/11(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0/13(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박죠셉, 조병민,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김선기 시몬 
 

미사지향은 수요일까지 전례분과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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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2) 

 
✜ 우리들의 정성(9/23~9/29) 

주일헌금: $ 416 

교무금: 강일호 9 월, 강주현 9 월, 라양희 8,9 월,       

        박용철 9,10 월, 이명근 7,8 월, 정지상  

        8,9 월 
설렁탕 바자회 수익금: $600 

재료도네이션 해주신 김신희 미카엘라, 임지용 바오로 

형제자매님 그리고, 봉사해주신 마르타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단체�모임�

 

날짜 전례행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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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연중 제30주일 박  건 김일월 이루시아 김일월, 이루시아 송민우 김민주 김일월•이루시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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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전례�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