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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세상의 빛

     이른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어 젖쳐 밝은 햇살을 온 몸에 맞으
면 상쾌한 느낌이듭니다. 그 따스함이 우리 몸에 스칠 때, 움츠러들었
던 몸을 활짝 펴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싸여 있
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어둠에서 헤쳐 나와 빛 가운데 
서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빛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빛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욥33,30). 빛은 생명이며
(집회22,11), 반면에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욥10,22). 그러기에 
빛은 기쁨과 행복을 자아내며(시편112,4), 소망하는 재산 목록의 하
나가 됩니다. 또한 율법은 빛이라 불리며(시편119,105) 지혜를 아는 
것은 빛이고(지혜7,26) 이러한 지식을 퍼뜨리는 자 또한 빛이라 불립
니다.

   성서 안에서 우주의 창조는 “빛이 생겨라”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
로 시작됩니다(창세1,3). 빛은 하느님 본성의 일면을 잘 드러내주는 
표시이며, 당신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빛은 하느님께서 입으신 옷이
다”(시 104,2). 이런 의미로 빛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 9,5)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
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요한8,12)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가
르침에서 빛은 하느님에게로 가는 길을 비추는 모든 것입니다. 옛날
의 율법, 지혜,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의 ‘하느님의 현존하심
과 그분의 완전성’을 세상에 드러내 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
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우리는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 주일미사: 오전 11:00 @ St.Paul's
 209 Washington St., 
 Delaware City, DE 19706

- 평일미사: 3, 4, 5, 9, 10, 11월 
      수요일 오후 7:30   @ St. Paul’s 
      목요일 오전 11:00 @ 교육관

- 성시간 : 첫째주 수.목 미사와 함께
                                
- 레지오 마리애 :    
   순교자들의 모후: 화요일 오후7:00
   천주의 모친     : 금요일 오후8:00

-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 
   평일 목요일 미사와 함께

- Youth Group:  
   주일 오전 10:20 @ St. Paul’s 2층

- 유아세례, 혼인면담, 봉성체 및
   차량, 집 축성 : 신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요한 4,11)

대상: 사목회 임원 및 단체장,    
         관심있는 많은 분들
일시: 2월 15일(토요일)  
        오후 1:30 - 오후 9:00
장소: 교육관

2020년 본당 
봉사자들을 위한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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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권의진 빈첸시오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권의진 빈첸시오 가정에서 준비하신 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친교준비와 마무리 
담당은  6구역입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을 납부해 주신 본당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미납하신 교우 
분께서는 본당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20년 교무금 책정 
및 납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재의 수요일 및 성지 가지 수거 안내
오는 2월 26일(수요일)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집에서 보관해오신 축성된 성지가지는 
2월23일(주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2월26일 오전 11시, 오후 8시. 교육관 경당

✝2020 Pilgrimage
날짜: Saturday, April 4, 2020, 10am-6:15pm.
장소: City of Wilmington
참가비용: 성인 $20 (신청비+점심), 청소년 ( 무료)
신청마감: March 27, 2020
신청시 청소년분과 유진희 글라라에게 정확한 
영문이름을 3월 26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2월9일-1구역, 2월23일-6구역, 3월8일-2구역

2/11(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2/14(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2/16(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서양삼 아벨, 권의진 빈첸시오•권민숙 젬마  
            가정

미사지향신청: 
수요일까지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302 893 8002)

✝우리들의 정성(2/2, 62명)
주일헌금: $547 2차헌금: $157
감사헌금: 익명 $1000
교무금: 강주현 1월, 강일호 1월, 김일월 1-12월,  
            김국제 1월, 권금자 2019년 10월 -2020년  
            2월, 나희성 2월, 이덕수 1-4월

✝ 화답송 ◎ (후렴)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
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미사 · 전례 봉사
날짜 전례행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2/9 연중5주일 김승희 권민숙 권의진 강지유, 송유준 권금자, 이행복 권의진 (6구역)

2/16 연중6주일 박 건 김혜숙 김영란 김혜원, 송민우 권의진, 권민숙 김광수 (1구역)

2/23 연중7주일 공정임 김국제 오은옥 윤다해, 정캐롤 김혜숙, 김영란 김국제 (1구역)

3/1 사순 1주일 박상진 김일월 김안젤라 김혜민, 김민주 김국제, 오은옥 김건영 (2구역)

3/8 사순 2주일 김진숙 정주영 김세현 윤우식, 송지호 김일월,  김안젤라 정주영 (4구역)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421 219, 220 166, 168 61

✝ 2차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및 시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