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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 하네.
[제 1 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ㄴ.2 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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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독서] 로마 8,31 ㄴ-39
[복음 환호송] 1 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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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금요일이었던 지난 9월 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곧,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대축일이 평일인 경우
에는 주일로 옮겨서 기념합니다(경축 이동).

미사 전례에 있어서, 전체교회가 아닌 지역교회의 축일이나 기념일은, 그날 미사 전례의 핵심 지향을 담고
있다할 수 있는, 「본기도」가 고유한 것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기도문 몇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사
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순교자 대축일”의 경우에는,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라틴어 『로마미사경본』
에도 고유한 「본기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영어 경본의 경우 「본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God, who have been pleased to increase your adopted children in all the world, and who made the
blood of the Martyrs Saint Andrew Kim Tae-gon and his companions a most fruitful seed of Christians, grant
that we may be defended by their help and profit always from their example.

『매일미사』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말 경본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
면에, 영어경본은 오히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선조님들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 한가위미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기억했다면, 특별히 오늘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통해서는 신
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경축합니다. 순교자들을 공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
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록 목숨을 바
치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작은 순교들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순교자로서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마다,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마다,
저희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시기에,
당신은 하느님의 목적과 저희의 반항이 엇갈리는 십자가에
몸을 누이셔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하려는 의지가 평화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곳,
거짓과 부패가 진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곳,
탐욕과 소유욕이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곳

거기에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당신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머무르며, 당신의 고통을 나누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 수난으로 완성하고 계시는 그 구속을
당신의 희생과 일치하여, 당신과 함께 가져오게 하소서.

-마가렛 크로퍼-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우용국 실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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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 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일입니다
∎ 오늘 가족전례 및 친교봉사가정은 이상헌요한 가정이고, 미사시작전 이가정을 위해 묵주기도1단을 바칩니다. 미사후

이상헌 요한가정에서 준비하는 다과친교가 St.Paul’s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 청소년분과 : 주일미사 전 10시 25분 부터 미사 시작 전까지 St. Paul ‘s성당 2층에서 Youth Group 복음서 읽기와 기도문

공부가 있습니다.
∎ 10월 6일 야외미사: 10월6일 오전8시30분-오후6시 예상, 장소: World Apostolate of Fatima 성당, 674 Mountain View Rd E,

Asbury, NJ 08802) 이동수단: 버스, 개인차량, 참가비: 없음 (도네이션 받습니다) 준비물: 묵주, 봉헌금, 각자 점심 도시락,
개인용품
∎ 9월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교육관 성당
∎ 성가대: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신 분을 찾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거나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으신 분은 한미애

에밀리아나 단장에게 연락주세요. (302) 824-6712
∎ 1구역 소공동체 모임: 9월 29일 주일미사 후, 조용만 스테파노•김영란 비아 가정, 주소: 1720 Otts Chapel Rd., Newark, DE

19702, 전화: (302.) 369-3532
∎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 (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관련 문의는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St. Paul’s 성당 청소: 9월29일: 4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 647
교무금: 김정일 10-12월, 나희성 7, 8월, 송창훈 7-10월, 이루시아 7-9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시간
레지오 마리애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Youth Group 모임
고해성사
유아세례 및 축성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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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주일 미사 전 10 시 25 분 St. Paul’s 성당 2 층
봉성체
미사 전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주임신부: 우용국 실비오

☎ (302) 998-7609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성모송>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 “주님의 종이오니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얻게 하소서.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모송>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