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

리를 내어주는 데 적절한 시기입

니다. 

사순시기는 TV를 끄고 성경을 펼

치는 시기이고, 휴대폰을 끄고 복

음과 친숙해져야 하는 시기입니

다.

사순 시기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의 말씀과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

가려는 열망을 일깨우길 빕니다.

 2.26.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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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미사, 성무 안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빛"

 “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에게 현명함과 지혜를 주소서. ”

   제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늘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착각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내 “만약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형제와의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
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오 18:20)하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과 함께 할 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있기만 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형제와 일치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고,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된다면 분명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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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모임 없음
   천주의 모친     : 당분간 모임 없음

-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 
   당분간 모임 없음

- Youth Group:  
   당분간 모임 없음

- 유아세례, 혼인면담, 봉성체 및
   차량, 집 축성 :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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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김용상 스테파노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친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없습니다.

✝CRS Rice Bowl (사순저금통)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챙겨가시고  
4월5일(성지주일)까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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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3월29일-3구역, 4월12일-4구역, 4월26일-5구역

3/18(수) 19:30 평일미사 교육관
3/19(목) 11:00 평일미사 교육관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이만옥(베드로), 김춘배(모니카), 이태수
생미사: 서행부 요셉, 서영복 데례사, 한미애  
            에밀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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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3/8, 66명)
주일헌금: $385 2차헌금: $137
감사헌금: $100 서행부 요셉
교무금: 서연준 1-2월, 서행부 3-4월, 이명근 2월,   
            정지상 3월 
2차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및 시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 화답송 ◎ (후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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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사순 3주일 윤성숙 김용상 김중영 김태현, 송지호 정주영, 김상훈 친교없음

3/22 사순 4주일 김승희 Andrew 민  서 강지유, 한  수 김용상, 김중영 친교없음

3/29 사순 5주일 박  건 김철훈 장영자 김혜민, 한  빈 Andrew, 민 서 친교없음

4/5 성지주일 공정임 김치영 김신희 박민지, 홍성호 김철훈, 장영자 친교없음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17 340, 512 182, 153 28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윌밍턴 교구  
   지침 사항(DECREE)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는 계속 거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례 의무는 당분간 
면제합니다. 스스로 걱정이 되거나, 감염 증상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없더라도 자각하지 못한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모든 신자들은 미사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립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치 않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미사성제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성경말씀(매일미사)을 읽고 
묵상하고 묵주의 기도 한번을 바치시거나, 
성무일도를 바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평화방송 
등으로 미사를 시청하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