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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매달 마지막주는 청소년미사로 봉헌됩니다.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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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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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매주 주일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    주소: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미사 전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임정애 루피나 전례담당: 김승희 아녜스 • 박연실 안젤라 

☎ (302) 998-7609 ☎ (856) 357-5515              ☎ (801) 928-3670,  ☎ (302) 588-8254 

 
 

 

 

 

 

 

 

 

 

 

 

 

 
 
 

이상헌  재 윤성숙 조아라 

김택수 의 민병묵 이창민 

김안젤라                수 이명자  

서영복,이행복 요 정영선,김정빈 김주현,김태현 

이미애,김태현 일 조용진,강지유 이혜민,정캐롤 

   김민주, 한 빈 

설전체친교   전체친교 
 

[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 

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레위 13,1-2.44-46 

[ ] 시편 32(31),1-2.5.11(◎ 7 참조)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 ] 1코린 10,31─11,1 

   

 

⁕⁕⁕⁕   ⁕⁕⁕⁕ 

[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 마르 1,40-45 

[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16번    온세상아 주님을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166번    생명의 양식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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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26 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2018 년 2 월 11 일) 

 

교회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명령(루카 9,2-6; 마태 10,1-8; 마르 

6,7-13 참조)에 충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창설자시요 

스승이신 주님의 탁월한 모범에 따라, 병자들과 그들 

을 돌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으로 봉사 

하여야 합니다.  

올해 병자의 날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1.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신비를 탁월하게 밝혀 줍 

니다. 십자가는 절망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각 

제자의 삶을 위한 토대요 규범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모님을 온 인류의 어 

머니로 부르시는 성소’의 원천입니다. 특히 성모님께 

서는 당신 아드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돌 

보시고 그들 삶의 여정을 한결같이 함께하십니다. 우 

리가 알다시피,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에 영 

적 물적 차원을 모두 돌봅니다.  

십자가상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성모님의 영 

혼을 칼로 꿰찔렀지만(루카 2,35 참조), 그분을 무기 

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새로 

운 길이 열 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와 온 인류에 대한 배려를 보여 주셨고, 이와 똑같은 

배려의 역할을 맡으시도록 성모님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묘사하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성모님께서 이 역할을 수행하 

시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 역할에는 끝이 

없습니다. 

2.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메시아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 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모 

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성모님에게서 모든 제자의 본 

보기를 눈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맡기신 

어머니 소명과 그 소명에 수반된 배려와 계획을 관상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에 따 

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낳으십니다. 

이것이 어머니로 서 자녀를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은 

성모님의 소명이 요한과 온 교회에 맡겨진 이유입니 

다. 성모님께서 받으신 어머니 소명에 제자들의 공동 

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요한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 제자로서, 스승 

께서 모든 사람을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도록 이끄시 

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만심 때문에 영적으 

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요한 8,31-39 참조),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요한 5,6 참조)을 예수님께 

서 많이 만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고, 모 

든 눈물을 씻어 줄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표징 

으로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모님처럼 제자 

들도 서로를 돌볼 뿐 아니라 그 너머로 나아가도록 부 

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 

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예수님의 성심을 알고 있습 

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 은 모든 이에게 선포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모든 이를 향해 

야 합니다. 단지 그들이 인격체요, 하 느님의 자녀라 

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4. 교회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과 병자들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2,000 년의 역사를 통하여 병자 

들을 위한 일련의 감동적 활동으로 그 소명을 구체적 

으로 이행하여 왔습니다. 이 헌신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됩니 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공공 의료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는, 가톨릭 수도회들과 교구들과 그 소속 

병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 

간을 치료 과정 의 중심에 두며, 또한 생명과 그리스 

도교의 도덕적 가치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과 

학적 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 

다. 의료 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 

에서는, 교회가 보건을 증진 하고 영아 사망을 근절 

하며, 널리 퍼진 질병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조차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병자들을 보살피고자 

애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선교회와 교구의 병원들뿐인 일부 지역 

에서는, 부상당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야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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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매우 구체적 현실로 나타납 

니다. 

5. 이처럼 병자를 돌보아 온 오랜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특히 현재 이 직무에 종사하는 

사 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를 풍요롭게 하 

려는 것 이어야 합니다. 병자에게 봉사하는 단체들을 

설립한 많은 분들의 자기희생과 너그러움, 사랑에서 

촉발되어 수 세기 동안 지속되는 많은 활동들의 독창 

성, 그리고 병자에게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과학 적 연구에 투신한 것을 교훈으로 여 

기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유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예컨대, 의료 행위를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마침내 가난한 이들 은 내팽개치고 마는 상업 정 

신에서 가톨릭 병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병자의 

품위를 존중하고 언제나 병자 를 치료 과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성과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그리스도 

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들도 또한 자 

신들의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언하도 

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자신의 치유 능력을 부여 

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 다. …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 

다”(마르 16,17-18).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 3,4-8 참조)와 바오로(사도 14,8-11 참조)의 

치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예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애와 연민 가득 

한 주님의 시선을 병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교 

회는 알고 있기 때문입 니다. 보건 사목은 언제나 본 

당 공동체들을 비롯하여 가장 큰 보건 단체들에 이르 

기까지 모두가 새로운 열정으 로 수행하여야 하는 필 

수적이고 근본적인 과업일 것입니다. 우리는 만성 질 

환이나 중증 장애에 시달리는 자녀, 부모 또는 친척을 

돌보는 많은 가정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가정들이 보여 주는 그러한 돌봄은 인간 사 

랑의 특별한 증거입니다. 적절한 정책으로 그것을 제 

대로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 

호사들, 사제들, 봉헌 생활자들, 자원봉사자들, 가정 

들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교회 사 

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날마다 수행하는 

봉사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책임 

의 공유입니다.  

7. 자애로우신 성모님께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시달 

리는 모든 사람을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들 이 희망을 잃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병든 형제자매를 환대하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 기를 빕니다. 병자에 대한 봉사라는 복음적 

과제를 실천하는 데에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 

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명과 건강에 대 

한 봉사 소명을 사 랑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청하며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께서 제 26 차 세계 병 자의 날을 위하여 전구하여 주 

시기를 빕니다. 병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주 예수님과 

의 일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를 응원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이, 

병자들, 의료계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저의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7 년 11 월 26 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프란치스코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TWENTY-SIXTH WORLD DAY OF THE 

SICK 2018 

Mater Ecclesiae: “Behold, your son... Behold, 

your mother. 

And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Jn 19:26-27)  

  

Dear Brothers and Sisters, 

The Church’s service to the sick and those who 

care for them must continue with renewed 

vigour, in fidelity to the Lord’s command (cf. Lk 

9:2-6; Mt 10:1-8; Mk 6:7-13) and following the 

eloquent example of her Founder and Master.  

The theme for this year’s Day of the Sick is 

provided by the words that Jesus spoke from the 

Cross to Mary, his Mother, and to John: “Woman, 

behold your son ... Behold your mother.  And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Jn 19:26-27). 

1.  The Lord’s words brilliantly illuminate the 

mystery of the Cross, which does not represent 

a hopeless tragedy, but rather the place where 

Jesus manifests his glory and shows his love to 

the end.  That love in turn was to become the 

basis and rule for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life of each disciple. 

Before all else, Jesus’ words are the source of 

Mary’s maternal vocation for all humanity.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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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o be, in particular, the Mother of her Son’s 

disciples, caring for them and their journey 

through life.  As we know, a mother’s care for 

her son or daughter includes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dimensions of their 

upbringing.          

The unspeakable pain of the Cross pierces 

Mary’s soul (cf. Lk 2:35), but does not paralyze 

her.  Quite the opposite.  As the Lord’s Mother, 

a new path of self-giving opens up before 

her.  On the Cross, Jesus showed his concern 

for the Church and all humanity, and Mary is 

called to share in that same concern.  In 

describing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 Acts of the Apostles show that 

Mary began to carry out this role in the earliest 

community of the Church.  A role that never 

ceases. 

2. John, the beloved disciple, is a figure of the 

Church, the messianic people.  He must 

acknowledge Mary as his Mother.  In doing so, 

he is called to take her into his home, to see in 

her the model of all discipleship, and to 

contemplate the maternal vocation that Jesus 

entrusted to her, with all that it entails: a loving 

Mother who gives birth to children capable of 

loving as Jesus commands.  That is why Mary’s 

maternal vocation to care for her children is 

entrusted to John and to the Church as a 

whole.  The entire community of disciples is 

included in Mary’s maternal vocation. 

3. John, as a disciple who shared everything with 

Jesus, knows that the Master wants to lead all 

people to an encounter with the Father.  He can 

testify to the fact that Jesus met many people 

suffering from spiritual sickness due to pride (cf. 

Jn 8:31-39) and from physical ailments (cf. Jn 

5:6).  He bestowed mercy and forgiveness upon 

all, and healed the sick as a sign of the abundant 

life of the Kingdom, where every tear will be 

wiped away.  Like Mary, the disciples are called 

to care for one another, but not only that.  They 

know that Jesus’ heart is open to all and 

excludes no one.  The Gospel of the Kingdom 

must be proclaimed to all, and the charity of 

Christians must be directed to all, simply 

because they are persons, children of God.  

4. The Church’s maternal vocation to the needy 

and to the sick has found concrete expression 

throughout the two thousand years of her history 

in an impressive series of initiatives on behalf of 

the sick.  This history of dedication must not be 

forgotten.  It continues to the present day 

throughout the world.  In countries where 

adequate public health care systems exist, the 

work of Catholic religious congregations and 

dioceses and their hospitals is aimed not only at 

providing quality medical care, but also at 

putting the human person at the centre of the 

healing process, while carrying out scientific 

research with full respect for life and for 

Christian moral values.  In countries where 

health care systems are inadequate or non-

existent, the Church seeks to do what she can to 

improve health, eliminate infant mortality and 

combat widespread disease.  Everywhere she 

tries to provide care, even when she is not in a 

position to offer a cure.  The image of the 

Church as a “field hospital” that welcomes all 

those wounded by life is a very concrete reality, 

for in some parts of the world, missionary and 

diocesan hospitals are the only institutions 

providing necessary care to the population. 

5. The memory of this long history of service to 

the sick is cause for rejoicing on the part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especially those 

presently engaged in this ministry.  Yet we must 

look to the past above all to let it enrich us.  We 

should learn the lesson it teaches us about the 

self-sacrificing generosity of many founders of 

institutes in the service of the infirm, the 

creativity, prompted by charity, of many 

initiatives undertaken over the centuries, and the 

commitment to scientific research as a means of 

offering innovative and reliable treatments to the 

sick.  This legacy of the past helps us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example, by shielding Catholic 

hospitals from the business mentality that is 

seeking worldwide to turn health care into a 

profit-making enterprise, which ends up 

discarding the poor.  Wise organization and 

charity demand that the sick person be 

respected in his or her dignity, and constantly 

kept at the centre of the therapeu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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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This should likewise be the approach 

of Christians who work in public structures; 

through their service, they too are called to bear 

convincing witness to the Gospel. 

6. Jesus bestowed upon the Church his healing 

power: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Mk 16:17-18).  In the Acts of 

the Apostles, we read accounts of the healings 

worked by Peter (cf. Acts 3:4-8) and Paul (cf. 

Acts 14:8-11).  The Church’s mission is a 

response to Jesus’ gift, for she knows that she 

must bring to the sick the Lord’s own gaze, full 

of tenderness and compassion.  Health care 

ministry will always be a necessary and 

fundamental task, to be carried out with renewed 

enthusiasm by all, from parish communities to 

the most largest healthcare institutions.  We 

cannot forget the tender love and perseverance 

of many families in caring for their chronically 

sick or severely disabled children, parents and 

relatives.  The care given within families is an 

extraordinary witness of love for the human 

person; it needs to be fittingly acknowledged 

and supported by suitable policies.  Doctors and 

nurses, priests, consecrated men and 

women,volunteers, families and all those who  

care for the sick, take part in this ecclesial 

mission.  It is a shared responsibility that 

enriches the value of the daily service given by 

each. 

7. To Mary, Mother of tender love, we wish to 

entrust all those who are ill in body and soul, 

that she may sustain them in hope.  We ask her 

also to help us to be welcoming to our sick 

brothers and sisters.  The Church knows that 

she requires a special grace to live up to her 

evangelical task of serving the sick.  May our 

prayers to the Mother of God see us united in an 

incessant plea that every member of the Church 

may live with love the vocation to serve life and 

health.  May the Virgin Mary intercede for this 

Twenty-sixth World Day of the Sick; may she 

help the sick to experience their suffering in 

communion with the Lord Jesus; and may she 

support all those who care for them.  To all, the 

sick, to healthcare workers and to volunteers, I 

cordially impart my Apostolic Blessing. 

 

From the Vatican, 26 November 2017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FRANCIS 

 
 
 
 
 
 
 
 
 
 
 
 
 
 
 
 
 
 
 
 
 
 
 
 
 
 
 
 
 
 
 
 

 
 
 
 
 
 
 
 



 

 

  

 
∎오늘(2월11일)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은 병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를 기억하고 고 

통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며, 병자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키우도록 

일깨우는 날입니다. 병자들의 빠른 쾌유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위 

해 기도합시다.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은 주보속지에 있습니다. 

∎ 설 합동 연미사 봉헌  
 오늘 2월 11일 미사때 세상을 떠난 조상, 친지, 은인들을 위한 합동 연미 

사가 봉헌됩니다. 연미사 지향 예물봉투는 미사시작전에 성당입구에 비취 

된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짧은 연도 안내 소책자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이날 

미사와 함께 짧은 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사 후에 전체친교가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주소: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성지가지 회수 
 지난 한해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는 각 가정마다 십 

자가에 꽂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승리와 존경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습니 

다. 이제 다시 맞이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2월 

11일(일)까지 성당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 CRS Rice Bowl  
CRS(Catholic Relief Services' Lenten program to pray, fast, learn and 

give) Rice Bowl이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시고, 사순 시기 마 

지막 주일인 3월 25일 (일)까지 성당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 2월14일(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일시•장소: 2018년 2월 14일 (수) 오후 7시  St. Paul’s 성당 

이날 미사는 St. Paul’s 신자들과 함께 참례하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 (2월14일)부터 성목요일 (3월29일)의 주님 만 

찬 미사전까지며,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 

다. ‘재의 수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단식재와 금육재를 의무로 지킵니다.  

► 단식대상: 만 18세 ~ 60세까지 (한 끼 금식)  

► 금육대상: 만 14세부터 ~ (대축일 아닌 모든 금요일)  

► 단식•금육: 재의 수요일 (2월14일), 성 금요일 (3월30일)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시•장소: 2월 16일~3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St. Paul’s 성당 

∎ 2월16일(금)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날은 교회 전례 

규정상 금육재를 지켜야 하지만 귀향과 손님맞이 등이 이루어지는 명절 

이므로 교구장 명의로 금육재를 관면합니다. 금육의 몫을 가난하고 소외 

된 이웃에게 나누며 형제적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Youth Group Lock-in (1박2일) 행사 
일시: 2월17일(토) 오후 5시~2월18일(주일) 오전 10시   

대상: 중학생이상~     장소:교육관•교육관   참가비: 10불 

준비물: 성경, 묵주, 침낭, 여벌옷과 신발, 세면도구 등등 

신청은 Youth Group 가톡방에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분과 

장 이정인 세실리아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646)823-5264) 

∎ St. Paul’s 청소당번 

날    짜 청  소  담  당 

2월 18일 3조: 조용만, 김영란, 윤여강 

∎ 2월25일 주일미사후 전체친교가 St. Paul’s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이날 전 체친교준비는 김건영 야고보•김일월 말가리타 가정에서 봉사해 

주시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미사 합동연미사 지향명단은 주보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로즈 마리아 민• 그로로쇨가정, 

전광식 바오로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2월6일-조원준 리차드, 2월14일-김광수 발렌티노, 2월15일-이신애 율리아 세실리아 

2월26일-이혜민 이사벨라 

⁕⁕⁕ ⁕⁕⁕ 
$382.00 

 배덕효(1-2월), 송정섭(1월), 이루시아(1-2월),  

        이수용(1월), 정지상(1월) 

(2017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 단 (총11,579단)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 김승희 아녜스 ☎ (801) 928-3670, 박연실 안젤라 ☎ (302) 588-8254 자매님께 목요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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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