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매달 마지막주는 청소년미사로 봉헌됩니다. 

평일미사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100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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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첫영성체모임•예비자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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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분과: 김승희 아녜스 • 박연실 안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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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          전         례        
 

날        짜 11 월 11 일  11 월 14 일 11 월 15 일 11 월 18 일 11 월 21 일 11 월 22 일 11 월 25 일 

전  례  력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해       설         정지상  수 목 윤성숙 수 목 청 

제 1  독서 이명근 요 요 김택수 요 요 소 

제 2  독서 김영란 미 미 김안젤라 미 미 년 

예물  봉헌 김국제,오은옥 사 사 나희성,오영애 사 사 미 

복        사 강선유,정캐롤    이미애,김태현     사 

친        교         추수감사절 친교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선교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8년 11월 11일 (나해)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입당송]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1열왕 17,10-16 

[화답송] 시편 146(145),6ᄃ-7.8-9ᄀ.9ᄂᄃ-10ᄀᄂ(◎ 1ᄂ)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  

     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  

    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히브 9,24-28 

 

 

⁕⁕⁕⁕  오 늘 의  전 례  ⁕⁕⁕⁕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오늘의 성가

입   당     436번    주 날개 밑

 봉   헌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성   체     176번    믿음 소망 사랑           

                 170번    자애로운 예수 

 파  견      63번   온세상에 전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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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Diocese History of the Diocese of Wilmington at sesquicentennial: 

#CDOW150th    설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되돌아보는 윌밍턴 교구의 역사 
                                        By For The Dialog - 24 October 2018, 06:15 474 

 

The Diocese of Wilmington, a suffragan see in the Province of Baltimore, was established 

March 3, 1868, by Pope Pius IX. It comprised all of the State of Delaware, and the nine 

Maryland and two Virginia counties east of the Chesapeake Bay — Cecil, Kent, Queen 

Anne, Talbot, Caroline, Dorchester, Wicomico, Somerset and Worcester in Maryland, 

Accomack and Northampton in Virginia. The latter two counties were returned to the 

Diocese of Richmond on June 17, 1974, after construction of the Chesapeake Bay Bridge-

Tunnel provided for the first time a connection to mainland Virginia. 

저희 윌밍턴교구는 볼티모어관구 내 산하교구로서 1868년 3월 3일 당시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설

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의 관할 지역은 델라웨어 주 전 지역과, 체사피크 베이 동쪽에 위치한 아

홉 개의 매릴랜드 주 카운티 (세실, 켄트, 퀸 앤, 탈봇, 캐롤라인, 도체스터, 위코미코, 소머셋과 워

세스터), 그리고 두 개의 버지니아 주 카운티 (아코맥과 노스햄튼) 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두 개의 버지니아 카운티는 체사피크 베이 다리 및 터널의 완공으로 인해 두 카운티 역사상 처음

으로 버지니아 주 본토와 연결이 된 직후인 1974년 6월 17일 리치몬드교구로 반환되었습니다. 

 

A new diocese 새로운 교구 

Concerned over how to provide for ever-increasing numbers of newly arriving Catholic 

immigrants, the bishops of the United States gathered in Baltimore in October 1866 for 

the Second Plenary Council of all the bishops of the country. Among other actions, they 

petitioned the Holy See to create a new diocese for the geographical area known as the 

Delmarva Peninsula, where completion of a railroad for its whole length gave new and 

convenient access by land to the entire area. Its Catholic population had been estimated at 

5,000 — 3,000 in four parishes in or near Wilmington, the other 2,000 scattered in small 

communities along Maryland’s Eastern Shore, where there were only two parishes, each 

serving a number of distant missions, staffed by Jesuit priests whose predecessors had 

ministered in the area since shortly after Maryland’s founding in 1634. There were few 

Catholics elsewhere on the peninsula. 

새로 도착하는 가톨릭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 미국의 주

교들은 1866년 10월 볼티모어에 모여 제 2차 주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움직임과 

아울러, 그들은 교황님께 델마바 반도로 알려진 지역에 새로운 교구를 설립해 주실 것을  청원했

는데요, 이 델마바 반도는 철도의 전 구간이 완공됨으로 인해 모든 지역이 처음으로 철도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톨릭 인구 수는 당시 약 5천명으로 추산되

었는데요, 그 중 3천명은 윌밍턴 및 교외 지역에 위치한 네 곳의 본당에 속해 있었던 데에 반해 다

른 2천 여명은 매릴랜드 동쪽 해안가의 작은 공동체에 산개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지역에

는 단 두 개의 본당만이 존재하여 각 본당이 먼 거리의 선교 활동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두 본당

에는 매릴랜드 주가 1634년에 설립된 직후 사목 활동을 시작한 예수회에 소속된 신부들이 사목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 델마바 반도의 다른 지역에는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만이 존재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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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was first celebrated within the present diocese on Kent Island in the Chesapeake 

Bay as early as 1639. A mid-17th-century Jesuit foundation at Wyetown in Talbot County 

did not survive Maryland’s vigorous repression of Catholicism after 1689, but later Jesuit 

churches are still in use to this day— St. Francis Xavier (Old Bohemia), founded in 1704 

near present Warwick, Cecil County; St. Joseph (Tuckahoe), at present Cordova, Talbot 

County, and St. Peter, near Queenstown, Queen Anne’s County, both founded in 1765, and 

St. Mary Star of the Sea (Tubman Chapel, Meekin’s Neck), near present Golden Hill, 

Dorchester County, 1767. 

현재 교구 지역인 체사피크 베이에 위치한 켄트 섬에서 열린 첫 미사는 1639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17세기 중반 탈봇 카운티의 와이타운에 설립된 예수회는 1689년 이후에 매릴랜드에서 

벌어진 천주교 억압으로 인해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설립된 예수회 성당들 — 

1704년에 현재 와윅 근처에 설립된 성 프란시스 하비에르 (올드 보헤미아) 성당과 1765년에 탈

봇 카운티의 현재 코르도바 지역에 설립된 성 요셉 (투카호에) 성당, 같은 해 퀸 앤 카운티의 현재 

퀸즈타운 근처에 설립된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1767년 도체스터 카운티의 현재 골든 힐 근처에 

설립된 성모 마리아 성당 (투브만 채플, 미킨스 넥) 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St. Mary of the Assumption (Coffee Run) was founded in 1772 near present Hockessin, 

Delaware, and from it a succession of pastors served both the Wilmington area and 

nearby Chester and Delaware Counties in Pennsylvania. Among them was the legendary 

Rev. Patrick Kenny, a diocesan priest who was pastor from 1804 to 1840. Besides Jesuits, 

other religious communities, both male and female, also labored within what became the 

Diocese of Wilmington — Capuchin Franciscans, Augustinians, Sulpicians, Redemptorists, 

and from 1830 to the present, the Daughters of Charity, founded by St. Elizabeth Seton at 

Emmitsburg, Md. 

성모 승천 성당 (커피 런) 은 1772년 델라웨어의 현재 호케신 지역 근처에 설립이 되었고, 이 성당

의 주임 신부들은 대대로 윌밍턴 지역과 인근 펜실베니아 체스터 카운티 및 델라웨어 카운티 지역

에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저명한 패트릭 케니 신부님 역시 교구 신부로서 1804년부터 1840년

까지 성모 승천 성당의 주임 신부로 일했습니다. 예수회 이외에도 카푸친 작은 형제회, 어거스틴

회, 쉴피스회, 속죄회, 그리고 매릴린드 에미츠버그에 위치한 성 엘리자베스 시튼 성당에서 1830

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중인 자선의 딸 수도회 등 다른 여러 천주교 공동체들과 남녀 여러 

수도회 모두 많은 활동을 벌였는데, 이 모든 노력은 윌밍턴 교구 설립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번역: 교구 코디네이터, 부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8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11월 11일 주일미사는 한국 외방 선교회 후원회 모집미사입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 

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11월11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전신자 성경필사: 4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 의 어록 

기간: 2018년 10월부터~내년 부활까지          대상: 전신자  

∎ 매주 주일미사후 삼종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있습니다.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 천주의 성모여  

● 당신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 

   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여! 

◎ 아멘.  

∎감사합니다 

‘낭만가득’가을기차여행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주임 신부님과  

교우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위령 성월 평일미사  

 수요미사 목요미사 

일시•장소 11월 14,21,29일 오후 7시30분 

St. Paul’s 성당 

11월 15,22,29일 오전 11시 

교육관 성당 

∎추수감사절 전체 친교 

일시: 11월 18일 (주일) 미사후      장소: St. Paul’s Parish Hall 

∎2019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신청료는 55불이고, 신청은 해당 구역장님께 11월18일까지 신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림환 및 대림초 신청 
대림환 및 대림초 신청료는 10불이고, 신청은 해당 구역장님께 11월 

18일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 11월 18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나희성 그라토•오영애 요안나 가정 (☎ 215-254-9214) 

       430 Stanley Plaza Blvd Newark, DE 19713 

∎ 추수감사절 미사 

일시: 11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성당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     짜 봉  사   

11월25일 조용만 스테파노 가정, 박상진 베드로, 강주현 가브리엘라 

∎우편 및 동영상으로 체계적인 성경공부 모집요강 
과정: 입문(2년) 또는 중급(4년) 중 선택 가능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교파 초월) 

접수: 2019년 1월말까지 (문의:02)994-0829~24)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http://uus.pauline.or.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교육과정 모집요강 
과정: 6년 (단계별 2년씩 3단계) 

자격: 학력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접수: 2018년 11월12일(월)~2019년 2월 13일(수) 

문의: Email: tongsin@catholic.or.kr, ☎ (02) 745-8339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강경현 이사벨라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1월3일-김애자 실비아     11월5일-김민정 엘리사벳       11월10일-박기승 레오      

11월11일-조용하 마르티노    11월16일-김일월 말가리타 

11월22일-박경미 세실리아, 이승진 세실리아, 이정인 세실리아 

11월30일-김국제 안드레아, 김준철 안드레아, 배덕효 안드레아, 손준원 안드레아, 임종수 안드레아,  

               임준성 안드레아, 전응철 안드레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11월3일헌금: $249.00  주일헌금: $497.00 

기차여행 감사헌금: $610.00 
권금자소피아가정($50),나희성그라토가정($50),박용철아퀼로가정($100), 

염영자글라라가정($20),익명($100),임용주스테파노가정($150),이루시아가정 

($40),이행복벨라지아가정($100) 

교무금  나희성(10월), 라양희(7-8월), 서연준(9-10월),  

         송정섭(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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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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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