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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가 예수님과 만나는 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천상 스승 곁에 머무는 때입니다. 
병자가 영혼의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는 때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분께 자신을 소개하는 때입니다. 
유혹당하는 사람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때입니다. 
눈먼 사람이 빛을 찾는 때입니다. 

벗이 진실한 벗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천상 목자에게 발견되는 때입니다. 
마음이 혼란한 사람이 길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분을 만나는 때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만나는 때입니다. 

미천한 사람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을 만나는 때입니다. 
괴로운 사람이 위로자를 만나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때입니다. 
참된 성체조배는 모든 시간, 일, 생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수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내 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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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존경과 권세와 재물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헌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과 함께 서로 돕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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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임지용 바오로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임지용 바오로가정에서 
준비하신 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Youth Group: 주일미사 전 복음서읽기 있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2구역: 11월18일 (월) 오후5시
이행복 벨라지아 가정
63 Hillary Circle New Castle, DE  19720
(215) 500-9533
3구역: 12월 7일 (토) 오후 5시
강주현 가브리엘라 가정
602 Oriole Pl, Hockessin, DE  19707
(217) 766-1843
5구역: 12월 7일 (토) 오후 6시 
이상헌 요한 가정 
10 Woodward Dr. Wilmington DE 19808
(302) 893-4569 요한, (302) 893-8002 크리스티나
✝ St. Paul’s 성당 청소: 11월 17일-1구역
✝ 바자회
11월24일: 만두바자회 (김치/야채/고기, $20/bag)
판매수익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기금으로 
기부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림환, 2020년 매일미사책 구독신청대금, 
가정초 신청비: 11월 24일까지 각 구역별로 
모아서 재무분과 오진희 크리스티나 분과장님께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치유 미사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러웨어 지역 연합 ”
찬양 치유 미사”
일시: 11월 17일 오후4시
장소: 체리힐 한인 성당(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문의: 체리힐 성당 사무실 856-912-1355

11/12(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1/13(수) 19:30 평일 미사 St. Paul’s
11/14(목) 11:00 평일미사,  

성요셉회
교육관

11/15(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1/17(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이성녀. 조병민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송지호 테오도르
미사지향은 수요일까지 전례분과에 신청바랍니다.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
(302 893 8002)
✝ 우리들의 정성(10/28~11/3)
주일헌금: $478, 2차헌금:  $177
감사헌금:민현우 예로니모 가정 $500, 베드로회 
전교주일 낭만포차 수익금 전액 $2,490, 임정애 
루피나 고구마 판매 수익금 $300
교무금: 강영길 11, 12

 ✝ 화답송 ◎ (후렴)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65 210, 217 178,176 423

✝ 오늘 2차 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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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연중 제32주일 박상진 박연실 임지용 임지용, 박연실 김태현, 윤우식 임지용 가정

11/17 연중 제33주일 윤성숙 이수용 이창민 이창민, 이혜민 김민주, 한 빈 이수용 가정

11/24 그리스도 왕 대축일 김진숙 박기승 윤영실 김태현, 한 빈 한  수, 엄재원 땡스기빙 전체친교

12/1 대림 1주일 김승희 김영란 김혜숙 김영란, 김혜숙 김혜민, 송지호 조용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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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