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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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  11 월 7 일 11 월 8 일 11 월 11 일 11 월 14 일 11 월 15 일 11 월 18 일 

전  례  력      연중 제 31 주일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주일) 

  연중 제 33 주일 

 

해       설 박상진  수요 목 정지상 수 목 윤성숙 

제 1  독서 권민숙 미사 요 이명근 요 요 김택수 

제 2  독서 김중영 • 미 김영란 미 미 김안젤라 

예물  봉헌 권의진,박용철 성시간 사 김국제,오은옥 사 사 나희성,오영애 

복        사 이혜민,박민지    강선유,정캐롤     이미애,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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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나해)  
연중 제 31 주일 

[입당송] 시편 38(37),22-23 참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신명6,2-6 

[화답송] 시편18(17),2-3ᄀ.3ᄂᄃ-4.47과 51(◎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  

     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  

     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  

     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  오 늘 의  전 례  ⁕⁕⁕⁕ 
[제2독서]  히브 7,23-2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마르 12,28ᄀᄃ-3 

[영성체송]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  

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   당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봉   헌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168번    오묘하온 성체 

                 166번    생명의 양식 

 파  견      27번   이세상 덧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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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Reverend W. Francis Malooly, Bishop of the Catholic Diocese of 

Wilmington, has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regarding the recent attack at a 

Pittsburgh synagogue: 

 

“I express my solidarity with the entire Jewish community in Delaware and 

the Eastern Shore of Maryland in the wake of the tragic murders at Tree of 

Life Synagogue in Pittsburgh, Pennsylvania. I ask that all Catholics join in 

prayer for victims of this anti-Semitic violence and their families.  

On Saturday, November 3, 2018, Catholic leaders from all of our parishes will 

meet at the Ocean City Convention Center for a convocation in recognition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Diocese of Wilmington. At that 

convocation, all of us gathered will join in prayer for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for peace in our country and world. I ask that this petition be 

remembered in the General Intercession at all Masses in Catholic churches in 

Delaware and Maryland’s Eastern Shore this coming weekend.  

We stand with all people of good will against all forms of prejudice, violence, 

and hate, and pray that one day, all of God’s sons and daughters will live in 

love and peace.” 

 

피츠버그 유대인 교회 총기사건에 대한 Malooly 주교님 성명서 

저는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유대인 교회 “생명의 나무”에서 벌어진 비극

적인 참사에 관하여, 델라웨어 주 전 지역과 매릴랜드 주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유태인 공동체에 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

러 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번 반 유대주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들과 유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 토요일에는 교구 내 모든 본당의 천주교 지도자들이 메릴랜드 오션시

티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교구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평의회를 갖습니다. 이 평

의회에서 참석자 모두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세계

의 평화를 위한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저희 교구 내에 위치한 (델

라웨어 주 전 지역과 매릴랜드 주 동부 해안가)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모든 미사의 보편 지향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편견, 폭력과 증오에 대항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분들과 

늘 연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사랑과 평화 안에

서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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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hop Malooly has asked that every parish include an intercession at all 

Masses this weekend to pray for the victims of the Tree of Life Synagogue 

shooting. 

That the deceased members of the Tree of Life synagogue in Pittsburgh may 

be welcomed into the bosom of Abraham and for their families and the whole 

Jewish people, to whom the Lord our God spoke first, that that they would 

not suffer any discrimination or hatred but that they might know the love and 

care of their neighbors, we pray to the Lord. 

 

주님, 피츠버그 유대인 교회 “생명의 나무” 에서 희생된 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가슴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유가족들과, 하느님께서 처음 말

씀을 해주신 유태인 민족들 모두가 어떠한 차별이나 증오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해주

시며, 그들이 이웃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보살핌을 깨닫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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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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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 미사 시작 10분전 주임 신부님의 미사에 대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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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달간 2차헌금으로 모금된 $551.66은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 

미주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고구마 판매수익금은 $655 이고, 이는 공동체 청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쓰 

게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 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 할수있 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공동체에서 Youth Leadership Team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김혜민 마태오입니다. 11월부터 6개월간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마태오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짜 봉사자 

11월 4일 김정일 하상바오로 가정, 윤여강 디모테오 가정 

11월25일 조용만 스테파노 가정, 박상진 베드로, 강주현 가브리엘라 
 

∎St. Paul’s 바자회 ( Christmas Bazaar ) 
일시: 11월 4일 (주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St. Paul’s Parish Hall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11월 위령 성월 평일미사 및 성시간 

 성시간 수요미사 목요미사 

일시 
• 

장소 

 

11월 7일 (수) 

오후 7시 30분 

St. Paul’s 성당 

11월 7,14,21,29일 

오후 7시30분 

St. Paul’s 성당 

11월 8,15,22,29일 

오전 11시 

교육관 성당 

∎The Bishop’s 5K 
일시: 11월 10일 (토) 오전 10시 

장소: Glasgow Park (2275 Pulaski Highway Bear, DE 19702) 

문의: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부회장님 ☎ (215) 313-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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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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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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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미사 

일시: 11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성당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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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헌금 1차: $382.50  2차: $145.66 

교무금 강주현(10월), 이루시아(9월-2019년 1월), 조원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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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