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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생(生)에 감사해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는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귀뚜라미 소리, 
새소리,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엄마', '친구',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추는, 
'빛' 같은 말들을.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지친 다리로도 도시와 물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당신의 집, 당신의 길, 당신의 정원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 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 때, 
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생(生)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것들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당신의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들 모두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나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 

생(生)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어서.

- 메르세데스 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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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옵시고,

당신의 큰 사랑 안에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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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한기석 라파엘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
니다. 미사 후 봉헌가정에서 준비하신 다과친교가 
St.Paul’s 사제관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소공동체 모임
5구역: 10월20일(일) 미사후 1시30분 
박기승 레오가정 139 Belmont dr. Wilmington 
H:302-234-4269 C:302-897-1828
4구역: 10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  
김철훈 유스토. 장영자 헬레나 가정
1410 Fresno Rd Wilmington DE 19803
6구역: 11 월 9일 (토) 오후 3시 
박용철 아퀼로•신균 데레사 가정
58 E.Radison run Clayton, DE 19938
✝ St. Paul’s 성당 청소
11월3일: 6구역
✝ 고구마 바자회
10월27일 주일미사후 한박스 20lb. $30
✝ 주소록 업데이트, 2019년 대림환 신청($10), 
2020년 매일미사책 구독신청($55/yr.), 2020년 가
정초 신청 (대세트(2개)$24, 소세트(2개$12)
신청마감일이 10월 26일까지이니 각 구역장 및 총
무님께서 신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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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0/23(수) 19:30 평일 미사 St. Paul’s
10/24(목) 11:00 평일미사,  

성요셉회
교육관

10/25(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0/27(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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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의 정성(10/7~10/13)
주일헌금: $310, 2차헌금: $222
감사헌금: $200 (전광식 바오로 가정)
교무금: 강영길 9,10, 나희성 9,10

 ✝ 화답송
◎ (후렴)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
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 510,512 174,165 63

✝ 오늘 2차 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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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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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연중 제31주일 김승희 이정애 윤영실 이정애, 윤영실 윤우식, 정캐롤 임용주 스테파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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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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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