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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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상 윤성숙 조아라   

 김치영 강선유               

야 김신희 송유준  3 

외 서행부,서영복 김혜민,김혜원 구 

미 이혜민,윤우식 이창민, 한 수  역 

사           김혜민,김혜원 한 빈, 엄재원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가정 이상헌 요한 가정 서연준 글라라 가정 
 

 

[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 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 ]이사 25,6-10ㄱ 

[ ] 시편 23(22),1-3ㄱ.3ㄴㄷ-4.5.6(◎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 

     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 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 

[ ] 필리 4,12-14.19-20 

[ ]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마태 22,1-14<또는 22,1-10> 

[ ] 시편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4번   찬양하라 



∎ 매주 주일미사 시작전 청소년 아이들이 영문독서와 복음을 읽기로 하였 

으니 미사 시작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미사후 ‘묵주 기도 성월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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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Hall 바닥 교체건 관련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2차헌금 

이 10월 한달동안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적Update 관련 개인 및 구역 및 가족사진 촬영 

 9월17일(일)부터-11월26일(일)까지 주일미사후 공터에서 구역별로 사진 

촬영합니다. 5구역 (10월15일), 6구역(10월22일), 7구역 (10월29일), 8구역  

(11월5일)입니다.  

∎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9일기도 

올해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되는 해로, 우리 공동체는 한 해를 마 

무리하며 포르투칼 파티마에서 모셔온 성모상을 각 가정에 순례하며 바치는  

9일 기도 (54일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각구역별 구역원들 순서는 해 

당 구역방에서 확인하시고, 각 가정에 성모상이 순례할 때 그 가정을 위하 

여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월•토: 환희, 화•금: 고통, 수: 영광, 목: 빛) 
            -아래 각 구역별 순서와 일정- 

구역 일        정 

1구역 10월10일(화) ~ 10월15일(주일) 

2구역 10월15일(주일) ~ 10월22일(주일) 

3구역 10월22일(주일) ~ 10월29일(주일) 

4구역 10월 29일(주일) ~ 11월5일(주일) 

5구역 11월5일(주일) ~ 11월12일(주일) 

6구역 11월12일(주일) ~ 11월19일(주일) 

7구역 11월19일(주일) ~ 11월26일(주일) 

8구역 11월26일(주일) ~ 12월2일(토) 

∎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미사에 도네이션해주신 김일월 말가리타 ($100), 김정일 하상 바 

오로 가정(Hmart 상품권 $100),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charcoal 4 

packs), 임정애 루피나 (바가지 50개), 조나단 박 부동산 ($200), 그외 야외 

미사준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10월 묵주기도 성월 성시간 및 평일미사  
•일시: 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St. Paul’s 성당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10월 22일, 11월12일과 26일 St. Paul’s 성당 청소당번은 레지오단 

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Bishop’s Wedding Anniversary Mass 
주교님께서 올해 특정한 결혼 기념일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 

주년, 30주년, 35주년, 40주년, 45주년, 50주년 혹은 50주년 이상)을 맞은 

부부들을 초청해 특별한 미사를 집전하신다고 합니다. 

•일시: 10월 29일 (일) 오후 2시 

•장소: St. Joseph’s 성당 (371 E. Main St., Middletown, DE 19709) 

참가를 원하시는 가정들은 10월16일까지 성당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신 

청서 작성해서 부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형제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 제 61차 성령 세미나 

•일시: 10월29일(주일)오후5시 ~11월1일(수) 오후5시30분 (3박4일)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Stony Point, NY) 

•지도: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참가비: 300불 (숙식제공)      

•신청마감: 10월20일(금) 

•신청 및 문의: 성령기도회장 임정애 루피나 (☎ 856-357-5515) 

∎ Youth Leadership Team 

 올해 저희 공동체에서 Youth Leadership Team에 참여하게 되는 청소 

년은 이미애 요안나와 이창민 프란치스코 입니다. 11월부터 6개월간 교 

육에 참여하게 되는 두 아이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연미사 김광웅 베드로, 김사영 미카엘, 이정순 마리아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김치영 라우렌시오, 염영자 글라라 

                      이달에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10월1일-고유경 데레사, 김태현 데레사, 조혜선 데레사 

10월4일-윤우식 프란스치코, 이광우 프란치스코, 이창우 프란치스코, 이행렬 프란치스코 

10월5일-서영복 데레사                            10월9일-백월숙 사라 

10월15일-김정희 데레사, 김항묵 데레사      10월17일-손성인 이냐시오 

10월18일-이수용 루가, 전원우 루가            10월27일-채미경 에루테아 

 

⁕⁕⁕ ⁕⁕⁕ 
$ 413.00       $ 190.00          

이덕수 보니파시오•이상헌 요한 ($1,000) 

           조나단 박 ($200.00), 김일월 말가리타 ($100.00) 

서행부(9-12월), 임지용(8-10월), 조원준(10월) 

: 200단 (총 6,27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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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