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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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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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숙 정지상 박상진  

최혜정 김중영             강영길 청 

박소희 신   균             박연실 소 

박상진,최분임 권의진,권영숙 권향자,유진희 년 

강선유,한수 이창민,홍성호 김혜민,윤우식 미 

                한수,한빈 사 

    
 

[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 ] 이사 60,1-6 

[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    

     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   

     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  

     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  

     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  

     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  

⁕⁕⁕⁕   ⁕⁕⁕⁕ 

려 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  에페 3,2.3ᄂ.5-6  

[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 마태 2,1-12 

[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 

러 왔노라. 

      487번    동방의 세박사 

      220번    생활한 제물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100번   동방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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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Epiphany 
On January 7 the Church celebrates the feast of 

"Epiphany." 

This feast commemorates the mysterious visit of 

the magi to the Baby Jesus. 

Who were the magi? What led them to visit Jesus? 

And what lessons should we--and shouldn't we!--

learn from this incident? 

Here are nine things you should know . . . 

  

1. What does the word "Epiphany" mean? 

"Epiphany" means "manifestation." 

It comes from Greek roots that mean "to show, to 

display" (phainein) and "on, to" (epi-). 

An epiphany is thus a time when something is shown, 

displayed, or manifested to an audience. 

  

2. What is the feast of the Epiphany about? 

According to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The Epiphany is the manifestation of Jesus as 

Messiah of Israel, Son of God and Saviour of the 

world. the great feast of Epiphany celebrates the 

adoration of Jesus by the wise men (magi) from the 

East, together with his baptism in the Jordan and the 

wedding feast at Cana in Galilee. 

In the magi, representatives of the neighbouring 

pagan religions, the Gospel sees the first-fruits of the 

nations, who welcome the good news of salvation 

through the Incarnation. 

The magi's coming to Jerusalem in order to pay 

homage to the king of the Jews shows that they seek 

in Israel, in the messianic light of the star of David, 

the one who will be king of the nations. 

Their coming means that pagans can discover Jesus 

and worship him as Son of God and Saviour of the 

world only by turning towards the Jews and receiving 

from them the messianic promise as contained in the 

Old Testament. 

The Epiphany shows that “the full number of the 

nations” now takes its “place in the family of the 

patriarchs”, and acquires Israelitica dignitas (is made 

“worthy of the heritage of Israel”) [CCC 528]. 

  

3. Who were the Magi? 

Pope Benedict explains: 

In the relevant sources, the concept of Magi (mágoi) 
encompasses a wide range of meanings, from the 

wholly positive to the wholly negative. 

To the first of the four principal meanings, Magi are 

understood to be members of the Persian priestly 

caste. 

In Hellenistic culture they were regarded as “rulers 

of a distinctive religion,” but at the same time their 

religious ideas were thought to be “strongly 

influenced by philosophy,” so that the Greek 

philosophers have often been portrayed as their 

pupils (cf. Delling, “mágos,” p. 356). 

No doubt this view contains some not easily definable 

element of truth: after all, Aristotle himself spoke of 

the philosophical work of the Magi (cf. ibid., p. 357). 

The other meanings listed by Gerhard Delling are as 

follows: possessors and users of supernatural 

knowledge and ability, magicians, and finally 

deceivers and seducers. . . . 

For the Magi in Mt 2, it is the first of the four 

meanings that applies, at least in a broad sense. Even 

if they were not exactly members of the Persian 

priesthood, they were nevertheless custodians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knowledge that had 

developed in that area and continued to be cultivated 

there [Jesus of Nazareth: The Infancy Narratives]. 

  

4. Why did the magi come to see Jesus? 

They apparently had material of a prophetic nature 

(some have suggested that they got it from an 

eastern Jewish community, such as the one in 

Babylon) that allowed them to identify the birth of the 

new "king of the Jews" astronomically. 

They may have been especially motivated to come 

see this king of the Jews since there was an 

expectation at the time that a universal ruler would 

shortly come from Israel. Pope Benedict explains: 

We know from [the Roman historians] Tacitus and 

Suetonius that speculation was rife at the time that 

the ruler of the world would emerge from Judah—an 

expectation that [the Jewish historian] Flavius 

Josephus applied to [the Roman emperor] Vespasian, 

consequently finding his way into the latter’s favor 

(cf. De Bello Judaico iii, 399–408) [Jesus of Nazareth: 

The Infancy Narratives]. 

  

5. What was the star? 

It is hard to know. Some question whether the star 

was a natural phenomenon at all, pointing out that it 

seems to lead the magi to Jerusalem, disappear, and 

then reappear and hover over the house in 

Bethle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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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is isn't what Matthew says. He does not say 

that the star led them to Jerusalem. They merely 

report that they had seen the new king's star "in the 

east" (Mt. 2:2; that is, back in their homeland), which 

is why they came to Jerusalem. 

What he does say is: 

When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went their way; 

and lo, the star which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before them, til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Mt. 2:9].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tar 

appeared to move in the sky in a way that stars don't 

ordinarily. 

Departing from Jerusalem at night, they may have 

noted on the short (6 mile) trip to Bethlehem that the 

star was in front of them in the sky--a coincidence 

arranged by divine providence. 

Then, when they got to the house, they noticed it was 

directly over the house--again, a coincidence 

arranged by divine providence but not necessarily an 

unusual motion for a star.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it could have been a 

natural phenomenon remains. Pope Benedict remarks: 

Nevertheless, the question whether or not this was an 

astronomically identifiable and classifiable celestial 

apparition was not going to go away. 

It would be wrong to dismiss it a priori on account of 

the theological character of the story. 

With the emergence of modern astronomy, developed 

by believing Christians, the question of this star has 

been revisited [Jesus of Nazareth: The Infancy 

Narratives]. 

Various proposals have been made, including for rare 

astronomical phenomena like the conjunction of 

certain planets in certain constellations, or 

supernovas. 

Which of these, if any, might have been the 

Bethlehem star depends on precisely when Jesus 

was born, which is too complex a discussion for this 

post. 

 

 

                                                                               

윌밍턴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 

아내고, 자신들의 목표를 찾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동방박사들은 유 

다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이는 유다인뿐 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예수님은 유다인과 이방인을 아울러 모든 이의 

구세주이십니다.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찾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세 

상에 나타내 보이 셨다는 뜻입니다.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 

수님은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모습이라기보다 한없이 약하고 작은 모 

습입니다.바로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과 개방성이 담겨 있 

는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심은 특 

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 

니다. 우리도 그 옛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찾은 동방박사들 

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 

금은 임금께만 바치는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기예수님 

을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유향 

은 사제들이 제사 때 분향하는 일종의 향료로, 기도의 상징 

입 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의 일종으 

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분임 

을 알아보았다는 위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예 

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구경 

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 

실 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여행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분께 참된 예배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 

뻐하고 감사하며 최대의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 

로 오는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 

에게 사랑과 나눔의 예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그래서, 복은 

서로 빌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과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노력과 기 

원을 통해 얻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 

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1월 7일 (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 

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2017년 교무금 정산과 2018년 교무금 책정 
아직 납부하지 못한 교무금있으시면 납부 해주시고,  2018년 교무금 봉투 

도 준비되어있으니 재무분과장 윤여강 디모테오 형제님께 받아가시길 바랍 

니다. 

∎ 1월 8일 (월)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 미사중 엄종인 요한•이현아 아델라 가정의 태아축복식이 있습니다. 

∎ St. Paul’s 청소당번 
1월부터 3월까지 봉사일정이며, 7조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조(레지오1팀): 박기승, 윤영실, 이삼경     

2조: 김정일, 오진희, 최혜정 

3조: 조용만, 김영란, 윤여강        

4조(레지오2팀): 박상진, 강주현, 김일월 

5조:김택수, 김안젤라, 강일호       

6조: 송정섭, 공정임, 임성윤 

7조: 조정원, 윤성숙  

날    짜 청 소 담 당 

1월 7일 1조 (레지오1팀): 박기승, 윤영실, 이삼경 

1월28일 2조: 김정일, 오진희, 최혜정 

2월18일 3조: 조용만, 김영란, 윤여강 

3월11일 4조(레지오2팀): 박상진, 강주현, 김일월 
 

∎ 6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 1월 7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최혜정 글라라 가정 (☎ 301-801-3154) 

        1200 W. Creek Village Dr. Apt. F2 Elkton, MD 21921 

 

 

 

 

 

 

 

 

 

 

 

 

 

 

연미사 이명자 베로니카 

생미사 강영길 요셉•권향자 마리아 가정, 

홍승표 레이몬드•이정인 세실리아 가정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1월1일-권향자 마리아, 최보라 마리아, 호연숙 마리아    1월3일-이명자 제노베파, 엄소영 제니퍼 

1월4일-소성난 엘리사벳   1월7일-홍승표 레이몬드    1월20일-김현동 세바스찬 

1월21일-김승희 아녜스, 김지애 아녜스, 오은옥 아녜스, 이미정 아녜스  1월26일-윤여강 디모테오 

1월27일-김미경 안젤라, 박연실 안젤라, 송소영 안젤라, 조봉경 안젤라, 조아라 안젤라, 전영순 

안젤라, 최미 안젤라 

 

⁕⁕⁕ ⁕⁕⁕ 
$454.00(12/31), $349.00(1/1) 

 김정희 데레사($50), 양재련 스테파노($100) 

 강주현(12월), 박건(2018년 1-6월), 전영순(9-12월) 

(2017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단 (총10,18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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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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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