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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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조아라 윤성숙             공정임 

이상헌 윤우식 박상진 유진희 

이삼경 윤다해 박소희             박연실 

박기승,조원준 김주현,김태현       강주현,김희은 강영길,권향자 

조진,홍성호,조아라 강선유,강지유 김혜민,윤다해,김혜원 이창민,한수,이혜민 

박기승,조원준 김민주,정캐롤  한수,한빈 

전체친교    
 

 

[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  

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 ] 잠언 31,10-13.19-20.30-31 

[ ]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  

     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  

     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  

     리라. ◎ 

[ ]  1테살 5,1-6 
 

⁕⁕⁕⁕   ⁕⁕⁕⁕ 

 [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마태 25,14-30<또는 25,14-15.19-21> 

[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 

리이다.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169번    사랑의 성사 

              165번    주의 잔치 

      63번   온세상에 전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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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1 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2017 년 11 월 19 일, 연중 제 33 주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1.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 요한 3,18).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은 

그리 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책무에 관한 

목소리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우리 시대에 전하 

는 예수님 의 명령의 중대성은 우리 입에서 흔히 나오는 

‘빈말’과 ‘구체적 행동’의 대비로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 

고 우리는 행동으 로써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부름받았 

습니다. 사랑에는 알리바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 럼 사랑하려면, 특히 가난한 이들 

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성자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길은 잘 알려 져 있고 요한은 이를 분명 

하게 설명합니다. 그 기초는 두 개의 축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1 요한 4,10.19 참조). 그리 

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 

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1 요한 3,16 참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 

답을 바라지 않으시고 거저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자기 한계와 죄가 있음에도 그 사랑을 갚으려는 마음 

이 불타오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그 자비로 

우신 사랑을 온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 의지와 감 

정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릴 때에 가능합 

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삼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 

의 감도를 받아,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에게 연민의 마음으 

로 자비의 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2.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네”(시편 

34,7[6]). 교회는 언제나 이 부르짖음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습 니다. 이에 관한 탁월한 증언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직 

무를 맡기 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6,3) 사람 일곱을 

찾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 온 세상으로, 곧 가난한 이들을 섬기려고 나아가는 첫 

표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다(마태 5,3 참조). 이 모든 것 

은, 이러한 주님의 주요 가르침을 따른 초기 공동체가 예수 

님의 제자 직분은 형제애와 연대 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 

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사도 2,45). 이 말씀에서 초 

기 그 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생생하게 표현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초기 공동체의 나눔 실천을 과장 없이 

묘사합니다. 한편 복음사가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은, 우리가 지속적인 증언과 행동 

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실천하도록 북돋 

아 주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의 서간에서 이렇게 단언하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 

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 

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 

닙니까? …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 이 있다고 말하면 

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 나 자매가 헐 

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 

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 

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 

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2,5-6.14-17). 

3.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호소를 충분히 귀여겨듣지 않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께서는 본질만을 눈여겨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 

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자기 삶을 바친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십니다. 이천 년 이상 

이어져 온 역사의 수많은 기록들은, 소박하고 겸손하며 너 

그럽고 창조적 인 사랑으로 가장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 

보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가장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었으 

며, 수 세기 이상 다른 많은 성인이 이를 본받아 왔습니다. 

성인은 나병 환자들을 ‘품어 안고 구호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구비오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심하였습니 

다. 그는 이러 한 만남이 회심을 위한 전환점임을 알았습니 

다. “제가 죄 안에 있을 때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데 주님께서 몸소 저를 그들에게 이끌 

어 주시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제 가 싫어하던 그 일이 몸과 마음 

을 채우는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전 

집  , 본문 1-3). 이 증언은 변화 를 가져오는 사랑의 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이따금 펼치는 봉사 활동이 

나 양심의 평안을 위하여 즉흥적으로 실행하는 선의의 수 

혜자로 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로부터 흔히 비롯되는, 불의에 

대한 감수성 을 기르는 데 유용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가난한 이들과의 진정한 ‘만남’과 ‘나눔’의 생활 방식 

으로 이어져야 합니 다. 우리의 기도와 제자의 길과 회심의 

복음적 진정성이 이러한 사랑과 나눔 안에서 명확하게 확 

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영혼의 기쁨과 평화 

를 불러옵니다. 우리 두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 만남을 참으로 바란다 

면 우리는 성체성사로 받은 성사적 친교에 대한 응답으로 

가난한 이들의 고통받는 몸 안에 계신 그분의 몸을 만져야 

합니다. 거룩한 전례에서 나누어 모신 그리스도의 몸은, 사 

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미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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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훈계 

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절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성전을 벗어나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추 

위와 헐벗음으로 고통받는 것을 못 본 체하면서 비단 천으 

로 그리스도의 성체를 흠숭하지 마십시오”(｢마태오 복음 

강해｣, 50.3,   그리스 교부 총서   58).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만나고 눈을 맞추 

며, 그들이 외로움을 달래 주는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 

도록 품에 안아 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 

들이 내민 손은 우리가 안전함과 편안함에서 벗어나 가난 

자체의 가 치를 인식하라는 초대입니다. 

4.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가난을 ‘가난한 예수 

님을 따르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 다. 이는 그분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 나 

라의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마태 5,3; 

루카 6,20 참조). 가난은, 우리 피조물의 한계와 죄악을 인 

정함으로써 자신을 전능하고 불멸하는 존재로 느끼려는 유 

혹을 물리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돈과 경력과 사치를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데 서 벗어나게 해 주는 내적 자세입니다. 

오히려 가난은 우리의 한계에도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개인 

적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가난은 우 리가 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가 

치를 둘 수 있게 해 주고, 이기적이고 소유하려 하지 않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 게 해 주는 척도입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5-45 항 참조). 

 참된 가난에 대한 증인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릅 

시다. 분명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 

음을 듣고 그들이 소외되어 가는 것을 멈추는 데 헌신하여 

야 합니다. 동시에 저는 도시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 

이 자기 일상생활의 일부인 복음적 청빈의 감각을 잃지 말 

것을 청합니다.    

5.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가난을 명쾌하게 정의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난은 우리에게 날마다 수만 

가지 방식으로, 곧 고통, 소외, 억압, 폭력, 고문과 옥살이, 

전쟁, 자유와 존엄의 박탈, 무지와 문맹, 응급 의료 상황과 

일자리 부족, 인신매매와 노예살이, 망명, 극빈과 강제 이 

주의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가난은 돈과 권력의 권모술수 

에 짓밟히고 저열한 이익을 위하여 착취되는 남녀노소의 

모습에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사회 불평등, 도덕적 타락, 

선택받은 소수의 탐욕, 대 중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가난에 

대한 얼마나 씁쓸하고 끝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습 

니까! 

 불행히도 우리 시대에는 소수 특권층이 흔히 불법적 행위 

와 연루되어 인간의 존엄을 처참하게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손에 축적된 부를 과시하는 한편, 그 이면에는 수치스럽게 

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에 빈곤이 심화되 

고 있습니 다. 우리는 이러한 각본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있거나 심지어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빈곤으로 수많은 젊 

은이들이 일자 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창의력을 억압당하 

게 됩니다. 빈곤으로 개인의 책임감이 무뎌지고 타인을 대 

신 일시키고 자신의 편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빈곤으로 

참여의 자리가 오염되고 전문성의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노동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공 

로를 폄하합니다. 우리는 삶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고 이러한 빈곤의 모든 형태 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오로 6 세 복자께서 즐겨 말씀하셨듯이, 모든 가난한 이 

가 “복음적 권리”로써 교회에 속하며, 우리에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근본적 선택이 요구됩니다(1963 년 9 월 29 일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제 2 회기 개막 연설). 그러므로 가 

난한 이들을 포용하고 도와주려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합니 

다. 이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손길입니다. 모든 문화적 종교 

적 장벽과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의 상처에 향유를 뿌리며 

위로하는 손길은 행복합니다. “만약”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 없이 대가를 바 라지 않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합 

니다. 이 모든 손길은 형제자매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 

복입니다. 

6. 자비의 특별 희년 폐막 때에 저는 교회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도입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그리 

스도 인 공동체가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 

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더없이 훌륭한 구체적 징표가 되기 

를 바랍니 다. 전임 교황님들께서 제정하시고 이미 우리 공 

동체 생활의 전통이 된 주일들에 더하여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냄으 로써 비길 데 없는 복음적 충만, 곧 가난 

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우선적 사랑이 보태지기를 바랍 

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교회 전체와 온 세상의 선의의 모 

든 사람이 우리의 도움과 연대가 필요하여 손을 내미는 사 

람들에 게 눈길을 돌리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한 분이신 하 

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입니다. ‘세 계 가난한 이의 날’은 무엇보다도 믿는 이들이 

불목과 소비의 문화에 대항하고 만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 다. 동시에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이는 연대 

와 형제애의 구체적 징표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 

고 나눔을 실천하도 록 초대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 

도 일부 사람들이 한 사람 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제 

공된 원천적 선물을 저버리고 국경과 장벽과 울타리를 세 

웠습니다. 

7. 올해 11 월 19 일 연중 제 33 주일에 지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앞서는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남과 

우정 과 연대와 구체적 도움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는 가 

난한 이들 과 봉사자들이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다음 주일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더욱 참 되게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의미는 가난하고 헐벗고 모든 것을 빼 

앗기신 무죄하신 분께서 십자가 에 못 박히신 골고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강생하시어 하느님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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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 수님께서 성부께 자 

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가난의 표현 

이며, 부활의 날에 새 생명을 일깨워 주는 사랑의 힘을 드 

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갑시다. 우 

리가 찾는 하느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세 18,3-5, 히브 13,2 참조), 가 

난한 이들 을 우리 식탁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합시다. 

그들은 우리가 신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 될 수 있습 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들이려는 기꺼 

운 마음과 신뢰로써,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 

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조용히 기 

꺼이 알려 줍니다. 

8. ‘기도’는 언제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실천할 여러 구 

체적 계획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 

난한 이들의 기도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 요구들을 하느님께 의탁하 

는 것입니 다. 주님께서 이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두 삶의 불확실성과 필수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부르짖 음을 모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유일하 신 성부께 드리는 말씀으로 응답하 

셨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수로 바치는 

기도, 곧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사 청하는 기도이며, 거기 

에는 나눔과 참여와 공동 책임 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 기도로써 서로를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리려면, 온갖 형 

태의 이기심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을 깨닫습니다. 

9. 거룩한 부르심을 통하여 가난한 이를 도우라는 사명을 

받은 형제 주교들과 모든 신부와 부제, 모든 봉헌생활자와 

단체와 운동과 각지의 봉사자들에게 권유합니다. ‘세계 가 

난한 이의 날’을 현대 세계의 복음화에 구체적으로 이바지 

하는 전통 으로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제정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우리 신자들의 양 

심에 강력히 호소하여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키울 수 있 

게 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 

들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바티칸에서 2017 년 6 월 13 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IRST WORLD DAY OF THE POOR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19 November 2017) 

 

   Let us love, not with words but with deeds 
 

1.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or speech, 

but in deed and in truth” (1 Jn 3:18).  These words of 

the Apostle John voice an imperative that no Christian 

may disregard.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 “bel 

-oved disciple” hands down Jesus’ command to our 

own day is made even clearer by the contrast betw -

een the empty words so frequently on our lips and 

the concrete deeds against which we are called to me 

-asureourselves.  

 Love has no alibi.  Whenever we set out to love as 

Jesus loved, we have to take the Lord as our examp -

l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oving the poor.  The 

Son of God’s way of loving is well-known, and John 

spells it out clearly.  It stands on two pillars: God 

loved us first (cf. 1 Jn 4:10.19), and he loved us by 

giving completely of himself, even to laying down his 

life (cf. 1 Jn 3:16). 

 Such love cannot go unanswered.  Even though off -

ered unconditionally, asking nothing in return, it so 

sets hearts on fire that all who experience it are led 

to love back, despite their limitations and sins.  Yet 

this can only happen if we welcome God’s grace, his 

merciful charity, as fully as possible into our hearts, 

so that our will and even our emotions are drawn to 

love both God and neighbour.  In this way, the mercy 

that wells up – as it were – from the heart of the 

Trinity can shape our lives and bring forth compassi 

-on and works of mercy for the benefit of our brothe 

-rs and sisters in need. 

2. “This poor man cried, and the Lord heard him” (Ps 

34:6).  The Church has always understood the import 

-ance of this cry.  We possess an outstanding testim 

-ony to this in the very first pages of the Acts of the 

Apostles, where Peter asks that seven men,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6:3), be chosen for the mi 

-nistry of caring for the poor.  This is certainly one 

of the first signs of the entrance of the Christian com 

-munity upon the world’s stage: the service of the 

poor.  The earliest community realized that being a 

disciple of Jesus meant demonstrating fraternity and 

solidarity, in obedience to the Master’s proclamation 

that the poor are blessed and heirs to the Kingdom of 

heaven (cf. Mt 5:3). 

 “They sold their possessions and goods and distribu 

-ted them to all, as any had need” (Acts 2:45).  In 

these words, we see clearly expressed the lively 

concern of the first Christians.  The evangelist Luke, 

who more than any other speaks of mercy, does not 

exaggerate when he describes the practice of sharing 

in the early community.  On the contrary, his words 

are addressed to believers in every gen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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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also to us, in order to sustain our own witness 

and to encourage our care for those most in need.    

The same message is conveyed with similar convicti 

-on by the Apostle James.  In his Letter, he spares 

no words: “Listen, my beloved brethren.  Has not 

God chosen those who are poor in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heirs of the kingdom that he has pro 

-mised to those who love him?  But you have dishon 

-oured the poor man.  Is it not the rich who oppress 

you, and drag you into court? ... What does it profit, 

my brethren, if a man says he has faith but has not 

works?  Can his faith save him?  If a brother or sister 

is poorly clothed and in lack of daily food, and one of 

you says to them, ‘Go in peace, be warmed and fille -

d”, without giving them the things needed for the 

body; what does it profit?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t works, is dead’ (2:5-6.14-17). 

3. Yet there have been times when Christians have 

not fully heeded this appeal, and have assumed a worl 

-dly way of thinking.  Yet the Holy Spirit has not fail 

-ed to call them to keep their gaze fixed on what is 

essential. He has raised up men and women who, in a 

variety of ways, have devoted their lives to the servi 

-ce of the poor.  Over these two thousand years, ho 

-w many pages of history have been written by Chri 

-stians who, in utter simplicity and humility, and with 

generous and creative charity, have served their poor 

-est brothers and sisters! 

 The most outstanding example is that of Francis of 

Assisi, followed by many other holy men and women 

over the centuries.  He was not satisfied to embrace 

lepers and give them alms, but chose to go to Gubbio 

to stay with them.  He saw this meeting as the turnin 

-g point of his conversion: “When I was in my sins, it 

seemed a thing too bitter to look on lepers, and the 

Lord himself led me among them and I showed them 

mercy.  And when I left them, what had seemed bitter 

to me was changed into sweetness of mind and body” 

(Text 1-3: FF 110).  This testimony shows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harity and the Christian way 

of life. 

 We may think of the poor simply as the beneficiaries 

of our occasional volunteer work, or of impromptu 

acts of generosity that appease our conscience.    

However good and useful such acts may be for makin 

-g us sensitive to people’s needs and the injustices 

that are often their cause, they ought to lead to a true 

encounter with the poor and a sharing that becomes a 

way of life.  Our prayer and our journey of disciples 

-hip and conversion find the confirmation of their 

evangelic authenticity in precisely such charity and 

sharing.  This way of life gives rise to joy and peace 

of soul, because we touch with our own hands the 

flesh of Christ.  If we truly wish to encounter Christ, 

we have to touch his body in the suffering bodies of 

the poor, as a response to the sacramental communio 

-n bestowed in the Eucharist.  The Body of Christ, 

broken in the sacred liturgy, can be seen, through 

charity and sharing, in the faces and persons of the 

most vulnerable of our brothers and sisters.  Saint 

John Chrysostom’s admonition remains ever timely: 

“If you want to honour the body of Christ, do not 

scorn it when it is naked; do not honour the Eucharis 

-tic Christ with silk vestments, and then, leaving the 

church, neglect the other Christ suffering from cold 

and nakedness” (Hom. in Matthaeum, 50.3: PG 58).  

 We are called, then, to draw near to the poor, to 

encounter them, to meet their gaze, to embrace them 

and to let them feel the warmth of love that breaks 

through their solitude.  Their outstretched hand is 

also an invitation to step out of our certainties and 

comforts, and to acknowledge the value of poverty in 

itself. 

4. Let us never forget that, for Christ’s disciples, 

poverty is above all a call to follow Jesus in his own 

poverty.  It means walking behind him and beside 

him, a journey that leads to the beatitude of the 

Kingdom of heaven (cf. Mt 5:3; Lk 6:20).  Poverty 

means having a humble heart that accepts our creatu 

-rely limitations and sinfulness and thus enables us to 

overcome the temptation to feel omnipotent and 

immortal.  Poverty is an interior attitude that avoids 

looking upon money, career and luxury as our goal in 

life and the condition for our happiness.  Poverty 

instead creates the conditions for freely shouldering 

our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despite our 

limitations, with trust in God’s closeness and the 

support of his grace.  Poverty, understood in this 

way, is the yardstick that allows us to judge how best 

to use material goods and to build relationships that 

are neither selfish nor possessive (cf.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Nos. 25-45). 

 Let us, then, take as our example Saint Francis and 

his witness of authentic poverty.  Precisely because 

he kept his gaze fixed on Christ, Francis was able to 

see and serve him in the poor.  If we want to help 

change history and promote real development, we 

need to hear the cry of the poor and commit ourselv 

-es to ending their marginalization.  At the same 

time, I ask the poor in our cities and our communities 

not to lose the sense of evangelical poverty that is 

part of their daily life. 

5. We know how hard it is for our contemporary 

world to see poverty clearly for what it is.  Y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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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iad ways poverty challenges us daily, in faces ma 

-rked by suffering, marginalization, oppression, viole 

-nce, torture and imprisonment, war, deprivation of 

freedom and dignity, ignorance and illiteracy, medical 

emergencies and shortage of work, traffick -ing and 

slavery, exile, extreme poverty and forced migratio -

n .  Poverty has the face of women, men and childr 

en exploited by base interests, crushed by the machi 

-nations of power and money.  What a bitter and 

endless list we would have to compile were we to add 

the poverty born of social injustice, moral degenerate 

-ion, the greed of a chosen few, and generalized 

indifference! 

 Tragically, in our own time, even as ostentatious 

wealth accumulates in the hands of the privileged 

few, often in connection with illegal activities and the 

appalling exploitation of human dignity, there is a 

scandalous growth of poverty in broad sectors of 

society throughout our world.  Faced with this scena 

-rio, we cannot remain passive, much less resigned.   

There is a poverty that stifles the spirit of initiative 

of so many young people by keeping them from find -

ing work.  There is a poverty that dulls the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eaves others to do the 

work while we go looking for favours.  There is a 

poverty that poisons the wells of participation and 

allows little room for professionalism; in this way it 

demeans the merit of those who do work and are 

productive.  To all these forms of poverty we must 

respond with a new vision of life and society. 

 All the poor – as Blessed Paul VI loved to say – 

belong to the Church by “evangelical right”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29 September 1963), and 

require of us a fundamental option on their behalf.   

Blessed, therefore, are the open hands that embrace 

the poor and help them: they are hands that bring hop 

-e.  Blessed are the hands that reach beyond every 

barrier of culture, religion and nationality, and pour 

the balm of consolation over the wounds of humanit -

y.  Blessed are the open hands that ask nothing in 

exchange, with no “ifs” or “buts” or “maybes”: they 

are hands that call down God’s blessing upon their 

brothers and sisters. 

6. At the conclusion of the Jubilee of Mercy, I wanted 

to offer the Church a World Day of the Poor, so that 

throughout the world Christian communities can beco 

-me an ever greater sign of Christ’s charity for the 

least and those most in need.  To the World Days in 

-stituted by my Predecessors, which are already a 

tradition in the life of our communities, I wish to add 

this one, which adds to them an exquisitely 

evangelical fullness, that is, Jesus’ preferential love 

for the poor. 

 I invite the whole Church, and men and women of 

good will everywhere, to turn their gaze on this day 

to all those who stretch out their hands and plead for 

our help and solidarity.  They are our brothers and 

sisters, created and loved by the one Heavenly 

Father.  This Day is meant, above all, to encourage 

believers to react against a culture of discard and 

waste, and to embrace the culture of encounter.  At 

the same time, everyone, independent of religious 

affiliation, is invited to openness and sharing with the 

poor through concrete signs of solidarity and 

fraternity.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for 

all; yet sadly some have erected barriers, walls and 

fences, betraying the original gift meant for all human 

-ity, with none excluded. 

7. It is my wish that, in the week preceding the World 

Day of the Poor, which falls this year on 19 Novemb 

-er, the Thirty-third Sunday of Ordinary Time, Christ 

-ian communities will make every effort to create 

moments of encounter and friendship, solidarity and 

concrete assistance.  They can invite the poor and 

volunteers to take part together in the Eucharist on 

this Sunday, in such a way that there be an even 

more authentic celebration of the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Universal King, on the following 

Sunday.  The kingship of Christ is most evident on 

Golgotha, when the Innocent One, nailed to the cross, 

poor, naked and stripped of everything, incarnates 

and reveals the fullness of God’s love.  Jesus’ 

complete abandonment to the Father expresses his 

utter poverty and reveals the power of the Love that 

awakens him to new life on the day of the Resurrec -

tion. 

 This Sunday, if there are poor people where we live 

who seek protection and assistance, let us draw close 

to them: it will be a favourable moment to encounter 

the God we seek.  Following the teaching of Scriptu -

re (cf. Gen 18:3-5; Heb 13:2), let us welcome them 

as honoured guests at our table; they can be teachers 

who help us live the faith more consistently.  With 

their trust and readiness to receive help, they show 

us in a quiet and often joyful way, how essential it is 

to live simply and to abandon ourselves to God’s 

providence. 

8. At the heart of all the many concrete initiatives 

carried out on this day should always be prayer.  Let 

us not forget that the Our Father is the prayer of the 

poor.  Our asking for bread expresses our entrustm -

ent to God for our basic needs in life.  Everything 

that Jesus taught us in this prayer expres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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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s together the cry of all who suffer from life’s 

uncertainties and the lack of what they need.  When 

the disciples asked Jesus to teach them to pray, he 

answered in the words with which the poor speak to 

our one Father, in whom all acknowledge themselves 

as brothers and sisters.  The Our Father is a prayer 

said in the plural: the bread for which we ask is “our 

-s”, and that entails sharing, participation and joint 

responsibility.  In this prayer, all of us recognize our 

need to overcome every form of selfishness, in order 

to enter into the joy of mutual acceptance. 

9. I ask my brother Bishops, and all priests and deac 

-ons who by their vocation have the mission of suppo 

-rting the poor, together with all consecrated persons 

and all associations, movements and volunteers every 

-where, to help make this World Day of the Poor a 

tradition that concretely contributes to evangelization 

in today’s world. 

 This new World Day, therefore, should become a po 

-werful appeal to our consciences as believers, allow 

-ing us to grow in the conviction that sharing with the 

poor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deepest truth of th 

-e Gospel.  The poor are not a problem: they are a 

resource from which to draw as we strive to accept 

and practise in our lives the essence of the Gospel. 

 

From the Vatican, 13 June 2017 

Memorial of Saint Anthony of Padua 

Francis 

 

 

 

         평신도 희년 
                          2017.11.19-2018.11.11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주일인 11 월 19 일부터 내년 평 

신도 주일인 2018 년 11 월 11 일가지 1 년 평신도 희년으 

로 지냅니다. 평신도 희년을 더욱 뜻깊게 지내도록 희년이 

무엇이며 평신도 희년을 어떤 정신으로 지내야 할지에 대 

해 알아봅니다. 

1. 희년의 유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레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습니다.(탈출 23,12 참조) 마찬가지로 7 년째 되는 해는 안 

식년으로 지냈습니다.(탈출 23,11 참조) 이 안식년에는 이웃이 

나 동족에게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 15,1-2 참조)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 맞는 50 년째의 해를 말 

합니다. 50 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안식년 규정의 의미 

가 더욱 크게 확장되었습니다.(레위 25,8-55 참조) 

 따라서 희년은 거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빛나도록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거룩하신 하느 

님을 찬미하는 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희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 

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 

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18-19)하고 선언 

하셨고 이를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실현하셨습니다. 

2. 희년의 정신 

희년은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꼐 속한다는 것을 일깨 

웁니다. 희년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 

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영성적 차원을 지 

닙니다. 평신도 희년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원 

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를 어떻게 희복해야 할 것인지 

를 깊이 성찰합시다. 이 희년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 

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9,2)는 

하느님 말씀과 달리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 

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해, 미워하고 원수진 이웃과는 용서 

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본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은총의 삶을 사는 해가 되 

도록 합시다. 

3. 한국 평신도 희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 

(평신도 희년을 맞아 새로운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서도록 

합시다.) 

•기간: 2017 년 11 월 19 일~2018 년 11 월 11 일 

•평신도 희년 살기 

1.정신운동: 희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 

2.신심운동: 북녘 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실천운동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  

–희년의 정신을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운동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이웃과의 화해, 가난한 사람 돌봄 등)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 

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11월19일 (연중 제33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 

다. 올해 평신도 주일은 교황님께서 정하신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과 

함께 지냅니다. 내년부터 평신도 주일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17년 

추계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연중 제32주일에 거행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주보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St. Paul’s 성당 주차시 맞은편 쪽은 개인 소유 주차장이라 주차할수 없으 

니 필히 성당쪽으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사지향은 전례분과 박연실 안젤라 ☎ (302) 588-8254자매님께 목요 

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미사후Thanksgiving 전체 친교가 St. Paul’s Parish Hall에 있습니다.  

St. Paul’s 성당 신자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날 Youth Group Meeting은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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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기도 (54일간)를 합니다. (월•토: 환희, 화•금: 고통, 수•일: 영광, 목: 빛) 
구 역 일        정 구역 일       정 

1구역 10월10일~ 10월15일 5구역 11월5일 ~ 11월12일 

2구역 10월15일 ~ 10월22일 6구역 11월12일 ~ 11월19일 

3구역 10월22일 ~ 10월29일 7구역 11월19일 ~ 11월26일 

4구역 10월 29일 ~ 11월5일 8구역 11월26일 ~ 12월2일 

∎ 11월 위령 성월 평일미사  

•일시: 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St. Paul’s 성당 

∎ Thanksgiving 미사 

•일시: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필라델피아 홀리 엔젤스 성당 

∎ 교육관 대청소 

•일시: 11월 26일 (주일) 미사후      •장소: 교육관 

이날 청소에 필요한 도구(rack, 장갑, 등등) 지참하시고, 점심제공도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 소공동체 모임 

2구역:11월26일 (주일) 오후 5시 송정섭 대건안드레아 가정 

         47 Fantail Ct. New Castle, DE 19720 ((☎ 302-345-3199) 

∎ 12월 정기 사목회의 

•일시: 11월 28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교육관 

 

 

 

 

 

 

 

 

 

 

 

 

 

 

 

         

연미사 김광웅 베드로, 김사영 미카엘, 김용무 요한, 박정신 안나,  

이명자 베로니카, 이정순 마리아, 이창옥 아우구스티나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김진환 베니딕토, 박솔지 마리비앙카 

   
                  이달에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11월3일-김애자 실비아         11월5일-김민정 엘리사벳       11월10일-박기승 레오      

11월11일-조용하 마르티노    11월16일-김일월 말가리타 

11월22일-박경미 세실리아, 이승진 세실리아, 이정인 세실리아 

11월30일-김국제 안드레아, 김준철 안드레아, 배덕효 안드레아, 손준원 안드레아, 임종수 안드레아,  

               임준성 안드레아, 전응철 안드레아 

 

 

 

⁕⁕⁕ ⁕⁕⁕ 
$ 421.00        

김국제(9월), 민현우(7-12월), 이루시아(12월)  

(2017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200단 (총 8,509단)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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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