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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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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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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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임 박상진           박상진         

          이정인            임정애           강일호             청 

          백월숙            노은영           강선유             소 

      서행부,서영복            엄종인,이현아             년 

 김주현,송민우,이미애  이혜민,윤우식,조아라             미 

      홍성호, 한 수             윤다해,엄재원             사 

         야외친교             
 

 

[ ]시편 74(73),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 ]1열왕 19,9ㄱ.11-13ㄱ 

[ ] 시편 85(84),9ㄱㄴㄷ과 10,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  

     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 

[ ]  로마 9,1-5 

[ ] 시편 130(129),5 찹조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 마태 14,22-33 

[ ] 시편 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  

 다.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480번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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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 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 집 다오 

한 달에 두 번 있는 사제관 청소의 날(여름방학 

한정) 

늘 허물투성이 헌 집을 드리면 새 집을 주시는 

두꺼비 같은 고마운 자매님들 오늘도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테말라와 유스 섬머 캠프를 다녀온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열기가 이 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이 

때, 두 주 전부터 자발적인 신앙 모임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면 좋을까 싶어 지난 주 

토요일에는 몇 명의 아이들과 엘즈미어 근처의 

성물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7 월과 8 월 이 두 달 동안, 토요일에 쉰다는군요. 

다음을 기약하며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다시금 

헌집이 새집이 되는 수요일 오전, 아이들과 함께 

다시 성물방에 가서 가톨릭 교리와 관련한 서적을 

여러권 구입하였습니다. 반스 앤 노블스에서 

판매하는 걸 “앤지”가 확인했지만, 온라인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거라는 확신속에 다시 이 곳을 

찾았는데 

정말 더 더 더 싸게 아마 미국을 넘어 전세계 

최저가에 산 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영수증 금액을 확인하니 구입한 금액의 

거의 삼분의 일 가격만 받으셨던…… 

마침 주인 아줌마 딸 자매님이 메쥬고리에 성지를 

다녀온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으셨는데 

얼마전 그 곳을 방문한 “조진 마태오”가 그 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그 

때의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 나셨는지 

아무튼 평소 같으면 삼분의 일을 깍아주는데 그 

날 만큼은 삼분의 일만 받으셔서…… 

그래서……..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게 주인 내외와 함께 동승한 

아이들 특히 조진 마태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시 가운데 한 수를 나눕니다. 

 

 

 

이 여름에  

귀 기울여야 할 것들   번역 : 정은귀·  

 

나는 귀 기울인다 

 

나무가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내맡겨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네 자신에 충실하여라. 

혼자 서라. 그리고 또 함께 서라. 

용감하여라. 인내하여라. 

시간과 함께 너는 자랄 것이니.” 

 

바람이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숨 쉬어라. 너 자신을 돌보아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천천히. 조용히.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용서하여라.” 

 

태양이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아라. 

네 따뜻함을 다른 이들이 느끼게끔 환히 빛나라. 

기대하지 않고 너를 내주어라.” 

 

산이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거기 있어라. 정직하고 신실하여라. 

하려는 걸 말하고 행하여라. 진실하고 참되고 충 

실하여라. 

마음에서 이야기하여라. 속이지 마라.”<중략> 

 

하늘이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너를 보호하려고 만든 경계와 담장을 허물어라. 

변화를 경험하고 날아올라라.” 

 

꽃과 풀들이 하는 말을 나는 듣습니다. 

“겸손하여라. 단순하여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여라. 

겸양과 진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여라. 

완벽주의를 버려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여 

라. 

변화에의 문을 열어라. 수용을 연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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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isten                  by Chuck Roper 

 

I Listen to the trees, and they say: 

 

"Stand tall and yield. 

Be tolerant and flexible. 

Be true to yourself. 

Stand alone, and stand together. 

Be brave. 

Be patient. 

With time, you will grow." 

 

I Listen to the wind, and it says: 

"Breathe. 

Take care of yourself -- 

body, mind, and spirit. 

Take time. 

Be quiet. 

Listen from your heart. 

Forgive." 

 

I Listen to the sun, and it says: 

"Nurture others. 

Let your warmth radiate for others to feel. 

Give yourself without expectations." 

 

I Listen to the creek, and it says: 

"Relax; go with the flow. 

Tend to what's really important, 

and let the rest go by. 

Keep moving -- don't be hesitant or afraid. 

Lighten up -- laugh, giggle." 

 

I Listen to the mountains, and they say: 

"Be there. 

Be honest. 

Be trustworthy. 

Do what you say you're going to do. 

Be true, genuine, and real. 

Speak from the heart. 

Don't cheat." 

 

 

I Listen to the sky, and it says: 

"Open up. 

Let go of the boundaries and barriers 

which you have created to protect yourself. 

Experience change. 

Fly." 

 

I Listen to the flowers and small plants, and 

they say: 

"Be humble. 

Be simple. 

Respect the beauty of small things. 

Respect the beauty of humility and truth. 

Let go of perfectionism. 

Love yourself as you are; it opens the door to 

change. 

Practice acceptance." 

 

 

해설은 다음 주에…… 
 

 

 

 

                                                                                                         

본당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 여름철 미사 참례할 때의 복장과 자세 

 여름철 미사 참례할 때에 다음과 같은 복장과 자세를 권고합니다.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은 피합니다. 

• 기도서, 성가책, 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것은 삼갑니다.  

∎ 냉담교우들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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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주 성당입구에 있는 묵주기도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8월13일 임종수 안드레아 가정, 송정섭 대건 안드레아 가정, 최혜정 글라라 

9월 3일 김일월 말가리타, 윤영실 에밀리아나  

∎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야외친교 준비는 성령기도회 모임에서 준비해주셨고, 오늘 주일 

야외친교 준비는 2구역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유스그룹 (6-12학년) 모임 

 주일미사 후 St. Paul’s사제관에서 유스그룹 모임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 

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화)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교육관 (커뮤 

니티 센터)에서 오후 8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례 바랍니다. 

∎ 8월 Movie Night 
•일정:  8월 25일 (금) 오후 7시30분 간장선생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9월 사목회의 

•일시: 8월 27일 (일) 주일미사 후 

•장소: St.Paul’s 성당공터 

 

 

 

 

 

 

 

 

 

 

 

 

 

 

 연미사 김사영 미카엘, 서정원 토마스, 이정순 마리아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김혜원 헬레나, 이명자 베로니카, 한수 베다 

                  
이달에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8월1일-김수자 까리따스,   8월7일-박수현 클라우디아 

8월8일-조계용 도미니코, 최성욱 도미니코,    8월10일-김치영 라우렌시오 

8월11일-김희진 클라라, 서연준 글라라, 송숙희 수잔나,  유진희 글라라, 임연아 글라라,  

             조슬기 글라라, 최혜정 글라라 

8월15일-나윤경 마리아, 박춘분 스켈라, 여인정 마리아,   8월18일-김혜원 헬레나, 장영자 헬레나 

8월20일-이인상 사무엘 

8월23일-강기창 필립보베니찌, 강선유 로사, 나은상 로사, 노은영 로사, 양현주 로사 

8월27일-김춘배 모니카, 8월28일-임상현 아오스딩,      8월30일-Sandra 산드라  

 

⁕⁕⁕ ⁕⁕⁕ 
$ 363.00 

강영길(7-8월), 나양희(6월), 박기승(7-8월), 윤여강(8월), 

            이상헌(7-8월) 

: 1,100단 (총 3,990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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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