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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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주소: Bi-State Blvd. at Chestnut Street Delmar, MD 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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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임정애 루피나 전례담당: 김승희 아녜스 • 박연실 안젤라 

☎ (302) 998-7609 ☎ (856) 357-5515 ☎ (801) 928-3670,  ☎ (302) 588-8254 

 
 

 

 

 

 

 

 

 

 

 

 

 

 

 

 

              강선유  재 공정임 박상진 

이창민 의 오진희 김치영 

조아라 수 김도현 김신희 

이혜민,김태현 요 1 구역 서행부,김영복  

조용진,김도현 일 조아라,김태현 이신애,이혜민  

윤우식,엄재원 미 1 구역 김혜민,김혜원 
 사   

 

 
 

[ ]시편 18(17), 19-20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 ]이사 49, 14-15 

[ ] 시편62(61), 2-3.6-7.8-9ㄱㄴ(◎ 6ㄴ 참조)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  

     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분   

     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  

     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   ⁕⁕⁕⁕ 

 [ ]  1코린 4, 1-5  

[ ] 히브 4, 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 

     려낸다. ◎  

[ ] 마태 6, 24-34 

[ ] 시편 13(12), 6 참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 

하리이다. 

 

                                    입당       22번   천지 생기기 전 

                                    봉헌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186번   구원을 위한 희생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견     19번   주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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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을 때 두 번(?) 라디오 진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주력코너인데, 그것은 마치 MBC 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뻥이 좀 심했나요 ㅠㅠ) 밤 열시 시간대의 인기 프로입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 가물 가물치인데 

자정이 가까올 시간 스튜디오에서 설렘과 흥분속에 제가 선곡한 곡을 들으며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낸 기억이.. 

(그 때 제가 신청해서 선배 신부님이 틀어주신 곡이 김연우씨의 ‘연인’인데  

불꺼진 빌딩 숲 명동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듣는 맛이란..) 

그리고 하루 진행을 맡는 동안  

지금도 인기스타인 알렉스와 호란씨가 게스트로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던 기억도… 

(다행히도 제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인증샷이 있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한 이유로…그러다 다시 기회가 왔지만 또 여차저차 어기어차 어영차 

저가 처한 과다한 업무로..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신부님이 바로 저의 자랑스런 동기 김명중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참 왜 그동안 그 생각을 안했을까요?  

사연 보내고 선물 받을 생각을…그런데 설마 우편요금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진 않겠죠?)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다. - 세익스피어 - 

음악은 인간이 현재를 인식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 미국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음악은 일상의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씻어낸다. - 레드 아워벡 - 

음악만이 세계어에서 번역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는 혼이 혼에게 호소된다. - 아우에르 바하 - 

음악은 보이지 않는 춤이요, 춤은 소리없는 음악이다. - 장 폴 리히터 - 

 

이렇게 장대하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3 월 1 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 일간의 사순 여정에 아침 묵상과 더불어 음악 하나 덧붙이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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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사순기간에는 아침 6 시에 공동카톡방에 

“사순시기를 즐겨라”(스트레스를 비우는 40 일 새로 태어나는 나)라는 책을 인용하고 

덧붙여 그 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어울려야하는데..아 이런 생각에 어울렁어울렁)곡을 

같이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부운~ 진정 사순시기…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p.s 며칠전 지극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어 작년 여름 

사진을 찾던 중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더니 아 글쎄…랩탑 화면이 깨져있지 뭡니까? 

음…암튼 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수녀님께 자초지종 말씀드렸더니  

위로차 음악을 두 개나 보내주셨습니다.그러시면서 이런 내용도 덧붙여 주셨어요. 

“지친 삶에 음악이 있어서 고마울 뿐입니다”라고요. 

 

                                                  

                             여러분의 본당 신부 김태근 베드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알립니다. 
•  St. Paul’s 성당근처에서 stop sign과 속도제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St. Paul’s 사제관 화장실 사용 가능합니다. 

∎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지난 해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는, 각 가정마다 십자 

가에 꽂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승리와 존경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맞이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2월 26일 

(주일)까지 성당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사단 모집 및 교육 
•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 초등 2학년이상 ~ 고등 12학년까지 

• 교육일시: 2월 26일, 3월 5일 주일미사후       • 장소: St. Paul’s 성당 

∎ 성서주간 100주간 성서공부 (성경 통독 프로그램) 
 3월1일 수요일부터 성서공부반이 시작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준비물: 교재 임마누엘, 필기도구 

∎ 재의 수요일 미사  
• 일시: 3월 1일 (수) 저녁 7시     • 장소: St. Paul’s 성당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 (3월1일)부터 성목요일 (4월13일)의 주님 만찬 

미사전까지며,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재의 수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단식재와 금육재를 의무로 지킵니다.  

 ► 단식대상: 만 18세 ~ 60세까지 (한 끼 금식) 

 ► 금육대상: 만 14세부터 ~ (대축일 아닌 모든 금요일) 

 ► 단식•금육: 재의 수요일 (3월1일), 성 금요일 (4월14일)  

∎ 평일미사 
 3월은 성요셉 성월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평일미사가 St. Paul’s 

성당에서 있고,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은 평일미사에 있습니다. 

∎ 성시간 
3월 • 4월은 성시간이 첫째주가 아닌 둘째주 수요일 평일미사때 있습니다. 

∎ CRS Rice Bowl 
 CRS(Catholic Relief Services' Lenten program to pray, fast, learn and 

give) Rice Bowl통이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시고, 사순 시기 

가 끝날때 성당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 초 구입하신 가정별 미사지향 순서 및 신청 
 가정별 구입하신 초는 3월부터 매주 미사때 가정미사 지향을 드리게 됩 

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성당입구에 있는 달력에 기입해주시고, 해당 가정 

은 미사시작 20분전에 오셔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3월  5일 이은욱 아델라이드 가정 

3월 12일 홍승표 레이몬드 • 이정인세실리아 가정 

3월 19일 윤여강 디모테오 • 김영미 데레사 가정 

3월 26일 이 루시아 가정 

∎ 3월 정기 사목회 
• 일시: 3월 7일 (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Daylight Saving Time 시작 
 3월 12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바꿔주시고, 

시간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St. Paul’s Parish Fundraiser 
• 날짜: 3월 13일 월요일 10A.M.~10P.M. 

• 장소: Trattoria Di Napoli ( Italian Cuisine)  

         1222 Pulaski Hwy. Bear, DE 19701  

St. Paul’s 성당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Pilgrimage 2017: Love Without Measure 
• 일시: 4월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 장소: St. Elizabeth Parish 

• 대상: Youth and young adults (참가비: 일인당 $15, 가족당 $45) 

 복사단은 필히 참가해야 하며,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선교홍보분과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연미사 김사영 미카엘 

 생미사 전원우 루가 

   이달에 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월6일-조원준 리차드, 2월14일-김광수 발렌티노, 2월15일-이신애 율리아 세실리아, 

2월26일 이혜민 이사벨라, 3월2일-최분임 안젤라 

                  ⁕⁕⁕ ⁕⁕⁕ 

   $ 325.00 

김국제(1월), 이루시아(2월), 임용주(1-2월), 임종수(1-3월), 

정지상(2월), 한기석(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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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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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