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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나자렛 성가정의 기도

예수, 마리아와 요셉,
나자렛 성가정이시여,
오늘 우리는 나자렛 성가정을 찬미하며, 
성가정의 사랑과 친교를 묵상하나이다.
모든 가정이 당신 성가정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거룩한 복음의 학교인 나자렛 성가정이시여,
영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당신의 덕행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주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소서.

구원 신비의 충실한 보호자이신 나자렛 성가정이시여,
우리가 침묵의 가치를 새로이 깨달아, 우리 가정이 작은 가정 교회가 되어
기도의 식탁을 회복하고, 성덕의 열망을 새롭게 하며 
서로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삶을 기꺼이 실천하게 하소서.

나자렛 성가정이시여,
우리 사회가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모든 가정이 자녀와 노인, 병들고 외로운 이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와 친절을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마리아와 요셉
나자렛 성가정이시여,
당신 성가정에 깊은 신뢰를 갖고 기도하며, 저희를 의탁하나이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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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수) 오전 11시 
장소:교육관 

미사후: 전체 떡국친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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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을 납부해 주신 본당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미납하신 교우 
분께서는 본당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서둘러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20년 교무금 
책정 및 납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미사는 없습니다

✝2019년 사목평의회 및 송년회 
일시: 2019년 12월 31일 저녁 6시
장소: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장 가정
주소: 4628 Weldin Road Wilmington DE 19803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 ) 
최영철 엘리시오스•송숙희 수산나 가정에서 떡•음식 
봉사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1월5일-4구역, 1월19일-5구역

✝도라지•서리태•메주콩 바자회 
판매수익금은 $230 입니다. 이는 교육관 보일러공사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2/30(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1(수) 11:00 천주의 성모 마리

아 대축일 미사
교육관

1/3(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5(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조병민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전광식 바오로•노은영 로사 
가정, 김치영 라우렌시오•김신희 미카엘라 가정, 
박기승 레오• 윤영실 에밀리아나 가정, 이자혜 
카타리나가정, 이 크리스티나 로즈 • 이기쁨 
미카엘라가정, 이덕수 보니파시오• 이상헌 요한 
가정, 송동규 니콜라오 • 최은화 모니카 •송지호 
테오도르 •송준호 빈첸시오 가정, 조 선영 & John 
Riddle, 사제 우용국 신부님

미사지향신청: 수요일까지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302 893 8002)

✝우리들의 정성
•12/22, 93명

주일헌금: $466 2차헌금: $188 
감사헌금: $ 270 (박용철 아킬로: $200, 김정희  
               데레사: $ 70) 
바자회 수익금: $ 230
교무금: 강일호 10-12월, 김광수 7-12월 김국제 12 
            월, 송정섭 11, 12월, 이명근 11, 12월

•12/24 성탄전야 미사, 66명
헌금: $291 구유예물: $577
감사헌금: $200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12/25 성탄미사, 102명
헌금: $681 구유예물: $180
감사헌금: $300 (솔즈베리 공소)
교무금: 라양희 10, 11월

 ✝ 화답송 ◎ (후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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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성가정 축일 윤성숙 이행복 김영란 김혜민, 윤다해 한  빈, 송지호

1/1 천주의성모마리아 
대축일

김승희 박용철 박데레사 전체 친교, 교육관

1/5 주님 공현 대축일 박  건 오진희 김주현 김태현, 김민주 박용철,박데레사 김정일 하상바오로

1/12 주님세례축일(연중1주) 공정임 강주현 이정인 윤우식, 송지호 오진희, 김주현 강주현 가브리엘라

1/19 연중 제 2주일 강지유 강일호 김승희 김혜원, 한  수 강주현, 이정인 강일호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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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14 112, 211 155, 169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