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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고독 중의 묵상 Thoughts in Solitude

주, 나의 하느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전 저 자신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건대,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길을 잃은 듯 보일지라도

저는 당신을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인생의 위험을 

홀로 맞닥뜨리도록 놔두지아니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 토마스 머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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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  
      목요일 오전 11:00 @ 교육관

- 레지오 마리애 :    
   순교자들의 모후: 화요일 오후7:00
   천주의 모친     : 금요일 오후8:00

MY LORD GOD, I have no idea 
where I am going. I do not see 
the road ahead of me. I cannot 
know for certain where it will 
end. Nor do I really know 
myself, and the fact that I think 
I am following your will does not 
mean that I am actually doing so. 

But I believe that the desire to 
please you does in fact please 
you. And I hope I have that 
desire in all that I am doing. 
I hope that I will never do 
anything apart from that desire.
And I know that if I do this you 
will lead me by the right road,
though I may know nothing 
about it.

Therefore I will trust you always 
though I may seem to be lost 
and in the shadow of death.
I will not fear, for you are ever 
with me, and you will never 
leave me to face my perils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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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에서 준비하신 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친교준비와 마무리 
담당은  1구역입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을 납부해 주신 본당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020년 교무금 책정 및 납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비자교리
예비자교리가 매주 주일미사후 St.Paul’s 사제관 
2층에서 있습니다. 교리공부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들도 참석가능합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2월26일 오전 11시, 오후 8시. 교육관 경당
이날은 교회에서 정한  "금육과 단식"의 
날입니다.

✝CRS Rice Bowl(사순저금통)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챙겨가시고 4월5
일(성지주일)까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 Pilgrimag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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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일자: 2020년 4월 23일(목) ~ 4월26일(일)
장소: 뉴톤 분도 수도원
관심있으신 자매님들께서는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2월23일-6구역, 3월8일-2구역, 3월29일-3구역

2/25(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2/26(수) 11:00, 20:00 재의 수요일 미사 교육관
2/28(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3/1(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님
생미사: 이신애 율리아세실리아, 김항묵 데레사 가정,  
            임용주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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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2/16, 73명)
주일헌금: $537 2차헌금: $161
교무금: 김국제 2월, 라양희 2월, 박기승 1-2월,    
            서행부 2월, 송정섭 1월, 여승구 1-12월,         
            윤여강 2월, 홍승표 1-2월
2차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및 시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 화답송 ◎ (후렴)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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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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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사순 3주일 윤성숙 김용상 김중영 김태현, 엄재원 정주영, 김상훈 김용상 (6구역)

3/22 사순 4주일 김승희 Andrew 민  서 강지유, 한  수 김용상, 김중영 서연준 (1구역)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443 211, 213 174, 175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