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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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센터)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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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숙 조아라 정지상  박상진 

박용철 강선유 유진희 민현우  

신   균 김태현 박연실 안선자  

이맹자,임성윤 한 수,홍성호 강영길,권향자 김광수,김혜숙 

김혜원,홍성호,김혜민 김혜원,김주현,김민주 김주현,홍성호  이창민,윤우식 

송유준,송민우 한 빈, 송민우 한 수,한 빈 김태현,김민주 

사목회 3 구역 한가위 전체친교 서연준 글라라 가정 
  

 

[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 

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 ]지혜 3,1-9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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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  로마 8,31ㄴ-39 

 

⁕⁕⁕⁕   ⁕⁕⁕⁕ 

 [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  

     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 루카 9,23-26 

[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 

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188번    천사의 양식        

            159번    세상의 참된 행복 

  285번   103위 순교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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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기분좋은 날입니다. 

선배 신부님이 알라스카에 다녀오면서 제 선물을 사왔다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동북부 하계 사제 연수로 알라스카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여차저차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아쉬움을 채우려는 맘에 선배 신부님께 졸랐더니그래 선물을 사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공소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선물을 찾았습니다. 제가 공소 미사를 드리러 간 사이 선물을 몰래 

놓고 가셨다기에, 눈이 작아 찾질 못하다 식탁위에 놓인 선물을 한참 만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컵받침 셋트(coaster) 알라스카에 오로라가 실사로 새겨진,,,컵받침 셋트 

뒷면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월마트 walmart 그리고 이런 글도 적혀 있더군요. 

Made in Arizona 

그러니까 그 선배 신부님은 알라스카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아리조나에서 만든 컵받침을 사다가 제게 

준것이로군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2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치과는 처음이군요. 엄하기로(?) 소문난 엄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첫방문으로 기념촬영을 한 참을 하였습니다. 치아에 큰 이상이 없어 스켈링으로 마무리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다시와서 거울에 비친 제 치아를 바라보며 한 참을 웃었습니다. 너무 하얘지고 

깨끗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이 조금은 나아보였습니다. 

그러다......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밥을 먹으면 다시 "치아에 이물질이 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도 날 테고...엄선생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치아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운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문득.........차도 처음 샀을 때 그 새 느낌 

신발도 막 사서 신었을 때 그 신선함 

그렇다고 차를 차고에 넣어 놓 을 수만은 없는 일 

신발이 아깝다고 신발장에만 모셔둘 수는 없는 일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려고 배를 만든게 아니다란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집안에만 콕 있으면 아무 죄도 않짓고 살겠지만 하느님께서 그러려고 절 만드신 건 아닐테니 

자 일어납시다. 만납시다. 

 

다음은 교회잡지 가운데 좋은 글들을 옮겨봅니다. 

그전에 지난 화요일 순교자들의 모후 700 차 주회 기념 미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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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주면서 아무런 답례도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사랑이다.  

하지만 네가 주면서 보댑을 기대하면, 그것은 투자이다. 

When you give and don't expect anything back, that's love.  

But if you give and expect a return, it's an investment. 

 

"뻗는 손이 되십시오. 미소 지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미소가 되십시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Be a hand that reaches out. Be a smile for those who have no reason to smile. Be a light for 

those who live in darkness. Show them what it means to truly love." 

 

너의 행복 때문에 행복해하고 너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들은 네 마음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Notice the people who are happy for your happiness, and sad for your sadness. They're the 

ones who deserve special places in your heart. 

 

문제는 세탁기와 같다. 문제는 우리를 비틀고, 우리를 돌리고, 우리를 못살게 군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나아져서 나온다. 

Problems are like washing machines. They twist us, spin us and knock us around. But we 

come out cleaner, brighter and better than before." 

 

"저는 용서하지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건 건더슨) 

"I forgive, but never forget because I never want to be hurt the same way twice." (Maegan 

Gunderson) 

 

각자의 마음 속에는 약간의 고통이 있다. 다만 그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들의 미소 속에 감추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들의 눈 속에 감춘다. 

Each heart has some pain. Only the way of expression is different. Some hide it in their eyes 

while some hide it in their smile. 

 

 

                                              

                                                                        여러분의 본당신부 김태근 베드로 

 

 

 

                                                                                                          



 

 
 

∎ 오늘 (9월17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일입니다. 

∎ 매주 주일미사 시작전 청소년 아이들이 영문독서와 복음을 읽기로 하였 

으니 미사 시작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냉담교우들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 묵주기도를 드립니 

다. 매주 성당입구에 있는 묵주기도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가정초봉헌  

9월 17일 조정원 레오 • 윤성숙 레지나 가정 

∎ 주일미사후 야외친교 신청 받습니다. 야외친교 신청 희망자는 각 구역장 

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친교봉사 해주신 사목회에 감사드립니다. 

∎ 교적Update 관련 개인 및 구역 및 가족사진 촬영 

 9월 17일(일)부터-11월 26일(일)까지 매주 주일미사후 공터에서 구역별 

로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순번은 1구역(9월17일), 2구역(9월24일), 3구 

역(10월1일), 4구역(10월8일), 5구역(10월15일), 6구역(10월22일), 7구역 

(10월29일), 8구역(11월5일)입니다. 사진촬영 봉사해주시는 엄종인 요한, 

윤여강 디모테오,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9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교육관(커뮤니티 센터) 실내 페인팅 작업 

을 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9월 순교자 성월 평일미사 

•일시:  9월 매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St. Paul’s 성당 

∎ 2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 9월 24일 (일) 주일 미사후 

•장소: 김건영 야고보•김일월 말가리타 가정 ☎ (732) 562-1821 

        12 Aidone Dr., New Castle, DE 19720 

∎ Delaware Korean Festival 

•일시: 9월 30일 (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Delaware Art Museum 

자세한 사항 및 봉사하기를 원하는 Youth (만 12세 이상~)는 유진희 글 

라라 자매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8-1213 입니다.  

∎ 10월 사목희의  

•일시: 9월 30일 (토) 오후6시                                   

•장소: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 김혜영 에스터 가정 ☎ (540) 223-0469 

         4628 Weldin Rd., Wilmington, DE 19803 

∎ 한가위 합동 연미사  
•일시: 10월 1일 (일) 주일미사후         •장소: St. Paul’s 성당 

차례예식과 짧은 연도가 있고, 연미사 봉헌 봉투는 제대앞에 준비된 바구 

니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미사 봉헌신청은 해당 각 구역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한가위 전체친교  
 10월 1일(일) 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에서 전체친교가 있습니다. 

∎ 야외미사 및 운동회 

•일시: 10월 15일 (일) 오전10시 ~ 

•장소: Lums Pond State Park Pavilion #3 

       3355 Red Lion Rd., Bear, DE 19701  

행사일정 : 오전 10시 집합, 오전 10시 30분  ~11시 30분 미사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식사 

             오후 1시 ~ 3시 30분 운동회 (베드로회 주최) 

             오후 3시 30분 ~ 4시 시상 및 마침 예식 

 연미사 김광웅 베드로, 김사영 미카엘, 이정순 마리아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김혜민 마태오, 공정임 효주아녜스 

                      이달에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9월4일- 박정하 카타리나, 이희자 카타리나, 최선 카타리나       9월7일- 윤성숙 레지나 

9월10일- 김태훈 니콜나스             9월20일- 김정일 하상바오로, 공정임 효주아녜스 

9월21일- 김혜민 마태오, 조용진 마태오                               9월23일-송창훈 비오 

9월29일- 강지유 미카엘라, 강주현 가브리엘라, 김민주 미카엘라, 김신희 미카엘라, 김수지 미카엘 

라, 김주현 라파엘, 김형준 미카엘, 나양희 라파엘, 송민우 가브리엘, 이종권 라파엘, 한기석 라파엘, 

한광석 미카엘                                                          9월30일- 민현우 예로니모 

⁕⁕⁕ ⁕⁕⁕ 
1차-$407.00, 2차-$158.00 

강일호(9월), 강주현(7-8월), 나양희(7-8월),  

         정지상(9월),한기석(9월) 

: 150단 (총 5,18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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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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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