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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100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 늘 의  전 례   ⁕⁕⁕⁕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대영광송 없음>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ㄴ.2 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복음 환호송] 요엘 2,12-13 참조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영성체송]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늘의 성가]                     
 입당: 122 번 구원의 십자가 

 봉헌: 210 번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166 번 생명의 양식 

         163 번 생명의 성체여 

 파견: 127 번 십자가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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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정은귀 스테파니아 님이 쓰시고 경향잡지에 실린 글을 김신부가 열심히 뚜들겨 타이핑한 이 글을요. 

 

다시 4 월 입니다.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은 햇살 포근한 봄길에서 이상하게 길이 끝나는 어떤 국면을 상상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시. 다음 행에서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길의 끝.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고 부르는 그 곳. 더는 나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곳. 길의 끝에서 시인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바로 길이 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기에 길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은 길이 없는 곳,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아갑니다. 

이어 시인은 흐르다가 멈추는 강물,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새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흩어진 꽃잎들을 한 풍경 안에 부릅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막막한 예견입니다.  

이제 어쩌나요? 이 절망의 땅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라”라는 2 음절의 단정하고 엄중한 명령어로 시인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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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끝난 이 세상 가장 막다른 페허에서도, 진창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스스로 사랑이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이가 한없이 걷는 봄길, 그 길은 막다른 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움트는 곳입니다.  

끊어진 물줄기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의 씨앗이 다시 사랑을 틔우는 곳입니다. 

 

이 시를 나직이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어 봅니다. 

왜 시인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사람을 봄길에 내세웠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없으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사람때문에 웁니다. 사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람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쓰디쓴 

배신감을 느낍니다. 

네, 사람이 요물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절망과 어둠과 단절된 쓰라린 분노를 가지고 오지만 

결국 사람이 길을 만든다고요.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끊어진 길은 새로운 길이 된다고 말입니다. 네, 사람만이 오직 희망입니다. 

 

그러고보니 박노해 시인은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시인은 결국 사람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고, 사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자각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댈 것은 사람이니, 너와 내가 함께 걷는 이 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가능하다고 말을 건넨 그 시절.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엄혹했던 시기이고, 박노해 시인은 몸이 묶인 옥중에서 이 아름답고 사무치는 시를 썼습니다.  

 

끝과 시작의 관계 

 

봄의 길은 겨울을 통과한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길의 끝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땅끝은 땅의 시작이고,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며, 겨울은 봄의 시작입니다. 

 

새로움은 이것저것 섞은 어떤 개성 없는 장이 아니라, 절망을 끝까지 겪어 보고, 얼음의 추위를 온 몸으로 견뎌보고. 땅의 

끝에서 그 막장의 벽을 두드리고 때리며 또 두드려 본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죽음 너머의 인내, 절망 너머의 용기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이 되어옵니다. 

다시 새 길을 걷는 이,  길이 되어야 하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봄의 햇살을 받아 사랑으로 길을 튀우는 이, 스스로 길이 되는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꼿꼿이 앞장서서 걷는 이, 바로 당신이 

길의 ‘시작’이요 ‘봄길’입니다. 

당신이 ‘봄빛’이며, ‘봄하늘’입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 (4월7일) 성당 보수 공사 기금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오늘 (4월7일) 가족 전례 및 친교봉사 가정은  김치영 가정이고, 미사시작전 이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1단을 바칩니다.  미사후 김치영 

가정에서 준비하는 다과친교가 있습니다. 미사후 가족친교는 날씨가 허락하면 성당공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Annual Catholic Appeal: 오늘 (4월7일) 부터 2주간 2019년 Annual Catholic Appeal 이 진행됩니다. 올해 저희 공동체의 모금 목표액은 

$3,000 불로 전년에 비해 $500 이 증가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당보수공사 기금마련 모종판매 

신청기간: 4월7일-4월14일 

신청방법: 각구역장님 통해서 신청 

신청내역:  고추(매운것/안매운것/꽈리/고추가루용):  4개 한묶음 3불 , 호박, 오이, 가지:  4개 한묶음 4불 

∎	사순시기 미사 전례 

금요 십자가의 길: 사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3 월 8 일부터 4 월 12일) 오전 11시 교육관 

금육, 금식 안내: 금식은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성 금요일에. 1 8세부터 60세. 하루 한끼 

금육은 재의 수요일과 사순시기의 모든 금요일에. 14세 이상 

∎사순 순례행사  

Pilgrimage 2019: Journey to the Kingdom. Saturday, April 13, 2019, 10am-6:15pm, City of Wilmington  

Pilgrimage  사순 순례행사 참여자: 김혜민 외 12  (김신희, 김혜원, 정지상, 김혜영, 정캐롤, 이창민, 이혜민, 유진희, 한에바, 홍성호, 이정인 

그리고 김태근 베드로신부님)  

Youth Leadership 교육받아 봉사하게되는 사순 순례행사 참여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CRS Rice Bowl (사순저금통)  

CRS(Catholic Relief Services' Lenten program to pray, fast, learn and give) Rice Bowl이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시고, 사순 시기 마지막 

주일인 4월 14일 (주일) 까지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성체 조배 신청 (성목요일 미사후 오후 10 시~성금요일 오후 12 시, 교육관성당) 
성체 조배 신청서가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니 4월 14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 : 사순시기에 보시는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속합니다.  

4월10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오후6시30분, St.. Paul 성당 

4월11일사순 제5주간 목요일 오전10시, 교육관 

4월12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오전11시, 교육관 



∎부활맞이 대청소 (점심:설렁탕 제공): 4월14일(일) 주님수난성지주일 

1구역, 6구역 교육관경당과홀 

2 구역 교육관 부엌과 화장실 

3구역,4구역 마당제초제, 성모동산 화단 가꾸기와 mulch 뿌리기, 사제관잡초정리 

5구역 교육관2층 

∎Egg Hunt : 4월14일(일) 주님수난성지주일 대청소후 교육관  

∎ “체리 꽃 필라... 윌밍턴에서” 4 개 본당 연합미사:  

참가신청: 4월14일까지 각구역장님께 신청  

일시•장소: 5월5일(일), Fort Washington State Park (참가 인원: 500~550 명예상) 

미사: 오전10시30분또는11시 

이동수단: 버스 대절 (예약: 임지용 베드로 회장), 신청비: 없음(도네이션 받습니다) 출발 장소: Delcastle Park 주차장,  

출발시간: 오전8시30분또는9시 점심준비: 각가정에서 도시락 준비 

∎세월호 5주기 미사: 4월 16일 성주간 화요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세월호 5주기 미사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 교육 

권오영 프렌체스코 신부님의 부모님을 위한 자녀 교육 강의가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성삼일과 주님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일정 (바오로딸 수녀님 4 분과 함께) 

날자 시간 장소 전례및행사 

4월 18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7시 30분 JESUS HOUSE 세족례, 성 베드로 영화상영  

성 베드로의 회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성 베드로 영화상영 

오후 10시부터 교육관 성체 조배  

4월 19일 금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12시까지 교육관 성체 조배 

오후 7시 JESUS HOUSE 주님 수난 예식, 영상으로 하는 십자가의 길 , 금육과금식 

4월 20일 토요일 

파스카 성야 
오후 7시 30분 JESUS HOUSE 파스카 성야 미사   

부활감사헌금과 봉헌금 준비, 전체 다과 

4월 21일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11시 St. Paul’s 성당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부활감사헌금 준비, 4대 복음서 성경필사 제출 (구역별 준비하기), 부활바구니 

미사전 제대앞으로 가져다 놓기 

미사 전후 성당 앞마당 바오로딸 도서선교: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오셔서 

책, CD, DVD를 전시, 판매 

미사후 Parish Hall 전체친교: 김건영 야고보•김일월말가리타 가정, 주차는 Parish hall 건너편 

소방서 주차장 



*부활감사헌금봉투:  성당입구에 준비되어있습니다.

*전신자 성경필사: 4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록 부활대축일 미사전 구역별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후 6구역 St. Paul’s 성당 청소 있습니다.

∎	가정 부활바구니 만들기 

부활절 달걀은 이웃끼리 웃음과 정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생명)을 생각해보는 의미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메세지가 가슴가슴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와 평소 말을 걸고 싶었거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정당 부활바구니 하나씩 만들어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각 

가정에서는 만들어서 4월 21일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전에 제대앞에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순번 

가정별로 2주간 미사전 후에 간단 한 전례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가정 전례봉사 담당 (독서자, 복사) 명단은 해당 구역장님과 상의 하셔서 

전례분 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봉사 봉사가정 전례교육 

4 월 7 일 김치영 가정 3월31일 미사후, 4월7일 미사전 

4월 28일 김용상 가정 4월 21일 미사후, 4월 28일 미사전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 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우숙자 아네스, 김성춘 토마스

생미사 김치영 라우렌시오•김신희 미카엘라•김혜민 마태오•김혜원 헬레나 가정, 김일월 말가리다,  Pilgrimage  사순 

순례행사 참여자 김혜민 외 12  (김신희, 김혜원, 정지상, 김혜영, 정캐롤, 이창민, 이혜민, 유진희, 한에바, 

홍성호, 이정인 그리고 김태근 베드로신부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 헌금: $ 395  2차 헌금: $ 798 (박용철 아킬로 $200,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500) 

      성당 보수 공사 기금 모금 현황 (총액: $ 9,624): 지난주 총액 $8,826, 2차헌금 $798 
교무금: 강영길 3, 4 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사 전       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예물봉헌 복사 장소/친교 

4월7일 사순 제5주일 김진숙 김치영 김신희 윤우식. 김태현 김혜민, 김혜원 김치영 가정 

4월10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판공성사: 오후 6 시 30 분 평일미사: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 

4월11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 판공성사: 오전 10 시 평일미사: 오전 11 시, 교육관/요셉회 친교 

4월12일 사준 제5주간 금요일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오전 11 시, 교육관 

4월14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박건 윤여강 김영미 이미애.윤다해 김태현, 정캐롤 교육관/ 

점심제공(설렁탕) 

4월16일 성주간 화요일 세월호 5 주기 미사: 오전 11 시,  교육관 

4월17일 성주간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 (바오로딸 수녀님 4 분과 함께) 

4월18일 주님만찬 성목요일 박건 김치영 김신희 오후 7 시 30 분 Jesus House 

4월 19일 주님수난 성금요일 김승희 윤여강 김영미 오후 7 시  Jesus House 

4월 20일 파스카 성야 윤성숙 오진희 1. 이정인 3. 강영길 

5. 박상진 7 . 이행복 서간

오후 7 시 30 분 Jesus House/전체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