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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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월 16 일  12 월 23 일 12 월 24 일 12 월 25 일 12 월 30 일 12 월 31 일 

전  례  력 대림 제 3 주일 

자선주일 

대림 제 4 주일 

 

주님성탄 

대축일 밤미사 

주님성탄 대축일  예수,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성화주간) 

송구영신미사 
 

해       설       박상진 정지상 윤성숙 이상헌 이창민 박상진 

제 1  독서 이상헌 박봉업  권민숙 조슬기  

제 2  독서 이삼경 윤성숙  신   균 윤우식  

예물  봉헌 박기승,조원준 박상진,최분임  박용철,권의진 이혜민,정캐롤  

복        사 이창민,한  수 김혜원,박민지  복사단 강지유,김혜원   

친        교         전체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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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 (다해)  
대림 제 3 주일 (자선주일) 

[입당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스바 3,14-18ᄀ 

[화답송] 이사 12,2-3.4ᄂᄃᄅ.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  

      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  

     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  오 늘 의  전 례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입   당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봉   헌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성   체     163번    생명의 성체여           

                 178번  성체 앞에 

 파  견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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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루카 14,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든에 40대 아들 뒷바라지…… 노인 빈곤 부르는 청년 빈곤”, 요즘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

화상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어떤 기사 제목입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

황에서 취업 실패로 부모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과 그들의 빈곤이 다시 부모 세대의 

빈곤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오늘 자선 주일을 맞이하

여 우리는 자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 프란치스코 교황께

서는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2017년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의 첫 구절로 삼으셨습니

다. 평소 교황께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재산

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57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의 이 말씀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

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

대하여라”(루카 14,13).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은 되갚을 수 없지만, 하느

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를 갚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참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주로 구제의 측면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난해진 원인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보다 응급 구호만을 제공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들을 가

난하게 만든 사회 병폐(구조적 악)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는 데까지 다가가기를 요구하신 것입니

다(「복음의 기쁨」, 202항 참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시장의 신격화와 절대화를 가져오

면서 사회적 배척, 또는 사회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난한 이들을 양산하였습니다

(「복음의 기쁨」, 56항 참조). 우리가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문제들,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

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선의 첫걸음은 ‘공감’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욱 보잘것없는, 마치 죄인과 같은 처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

시어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

버지 한 분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듯이, 우리도 “가장 작은 이들”을 내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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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올해 7월 제주교구에 난민 돕

기 성금을 전달하시면서 “우리가 부닥친 새로운 사회적 지리적 현실 앞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좀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저들을 환대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자선은 단순한 도움을 뛰어넘어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육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교회가 발표한 사목 제안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밖

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동행하여 들어오도록 초대’합시

다. ‘가난한 이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더욱 잘 참여하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시다. 이

렇게 자선을 실천하여 복음을 육화합시다! 

 

2018년 12월 16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촌 주교  

 

 

 

Our Diocese History of the Diocese of Wilmington at sesquicentennial: 

#CDOW150th    설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되돌아보는 윌밍턴 교구의 역사 
By the Dialog 

On October 24, 1956, Hubert J. Cartwright of Philadelphia was consecrated Coadjutor Bishop of Wilmington, with right of 
succession to Bishop FitzMaurice, and quickly endeared himself to the people of the diocese, visiting each parish. Sadly, 
Bishop Cartwright died less than 18 months after his arrival in Wilmington. Michael William Hyle of Baltimore replaced 
him, and was consecrated Coadjutor Bishop of Wilmington with right of succession on March 6, 1958. 

1956년 10월 24일, 필라델피아의 휴버트 카트라이트 신부님이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 

습니다. 임명 후 카트라이트 주교님께서는 각 본당을 방문하며 교구 내 사람들과 빠르게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 

습니다. 하지만 카트라이트 주교님은 윌밍턴에 도착하신 지 1년 반이 채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카트라이트 주교님의 후임으로 볼티보어의 마이클 윌리암 하일 신부님이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부교구장 주교로 

1958년 3월 6일 임명되었습니다. 

Bishop FitzMaurice retired on March 2, 1960, and Bishop Hyle became fifth Bishop of Wilmington. Most of his short 
episcopate was devoted to the Second Vatican Council. He attended all of its sessions and immediately began 
implementing its early reforms. He directed formation of councils in each parish, established The Dialog as a quality 
diocesan newspaper that quickly achieved national prominence, and was in the forefront of the ecumenical movement. 
He commissioned special ministries to the prisons and mental hospitals in the diocese, reorganized the Newman 
Apostolate in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opened a Catholic Information Center in downtown Wilmington. To cope 
with the urban problems common to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Bishop Hyle established an Office of Inner City 
Ministry. 

피츠머리스 주교님은 1960년 3월 2일 은퇴하셨고, 하일 주교님은 윌밍턴 교구의 5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하일 

주교님은 짦은 재임 기간동안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헌신하였습니다. 주교님은 공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하 

셨고, 초기 개혁 내용을 즉각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본당에 평의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The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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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수준 높은 교구 신문으로 발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교회 일치 운동의 최 전선에 서 있 

었습니다. 주교님은 교구 내 감옥과 정신 병원에 대한 특수 사목을 위한 여러 사무소들을 출범하였고, 모든 대학 

교에 있는 뉴만 평신도 사도직회를 재정비하고, 윌밍턴 다운타운에 천주교 안내 센터를 열었습니다.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 만연하던 도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일 주교님은 도심부 사목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After surveying the needs of the diocese, he launched a Diocesan Development Program with a goal of $7,000,000, to 
which $9,000,000 was pledged, providing for the first diocesan-operated high school, St. Mark’s, a Newman Center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and an upgrading of parochial schools. Bishop Hyle’s work was cut short after only seven 
years by his death on December 26, 1967. 

교구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후, 하일 주교님은 교구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목표액을 7백만불로 설정했는데, 9백만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금액으로 교구가 운영하는 첫번째 고 

등학교인 세인트 마크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델라웨어 대학교에 뉴먼 센터를 열었으며, 본당 소속의 학교 시설 

들을 개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일 주교님께서는 짧은 7년간의 재임 기간을 뒤로 하고 1967년 12월 26일 선종 

하셨습니다. 

Vatican II influence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끼친 영향 

On March 13, 1968, Bishop Thomas Joseph Mardaga, Auxiliary Bishop of Baltimore, was appointed sixth Bishop of 
Wilmington, as the diocese was about to mark its 100th anniversary. He was installed on April 6, 1968, a week before 
the violent urban outbreaks that followed the assassination of Rev. Dr. Martin Luther King. 

1968년 3월 13일, 당시 볼티모어교구의 보좌주교로 계시던 토마스 요셉 마르다가 주교님께서 윌밍턴교구의 제 

6대 주교로 임명되었는데요, 교구가 곧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주교님께서는 1968년 4월 

6일 착좌하셨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서거에 따른 폭동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Immediately addressing both the reforms required by the Vatican Council and the special needs of his own diocese, 
Bishop Mardaga established a Council of the Laity to be a liaison between the bishop and the 53 parishes of the diocese. 
He continued the ecumenical work of his predecessor, joining with other Christian denominations to form the Delmarva 
Ecumenical Agency and engaging in regular interfaith consultations with religious leaders of all faiths. 

착좌 직후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구한 개혁 내용과 윌밍턴교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마르다가 주교님은 주교와 교구 내 53개 본당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줄 평신도 평의회를 설치하였습니 

다. 주교님께서는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협력하여 델마바 그리스도교 총 연합회를 출범하시고, 다른 종교 지도 

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등 전임 주교님께서 해오시던 그리스도교 종파를 초월한 협력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Within the diocesan structure he established a Public Relations Office, appointed a Director for Radio and Television, 
created a diocesan Department of Finance, doubled the staff of the Tribunal which judges annulment petitions, and 
established a Ministry for Migrant Workers. As in other dioceses, sever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ad closed due 
to increasing costs and decreasing vocations to the religious sisterhoods that had staffed them. He addressed these 
problems by urging parishes to employ full-time professional Directors of Religious Education to coordinate the work of 



대림 제 3 주일 (자선주일) 
 

4 
 

the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in providing religious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not attending Catholic 
schools.  

윌밍턴교구 내부적으로는 대외 홍보국을 설립하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교구 재정국을 

설치하였고, 이혼 청원을 심판하는 법정의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렸으며, 또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부서를 따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른 교구들과 마찬가지로 윌밍턴교구도 여러 개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증가하는 

비용과 수녀 서원자의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직원들을 수녀로 충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본당에 전문적인 가톨릭 교리 교육 이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는데, 새로 고용된 교육 이사들이 그리스도교 형제회와 협조하여 가톨릭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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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2월16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한국천주교주교 

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배려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 

다. 자선주일 담화문은 주보속지에 있 습니다. 

∎대림특강 

주임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대림시기 미사가운데 특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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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미사책 정기구독료 및 대림환 신청비 납부 

2019년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및 대림환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각 구 

역장님께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교무금 정산 
2018년도를 마무리 할 때입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한 교무금있으시면 납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 St. Paul’s Parish Hall (친교실) 사용시 신자분들은 길 건너편 소방서 주 

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관성당 대청소 및 성탄장식 

•일시: 12월 16일 (주일) 미사후      •장소: 교육관  

이날 청소에 필요한 도구(rack, 장갑, 등등) 지참하시고, 점심제공도 하오 

니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우천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림판공성사 및 평일미사 일정 

일시: 12월 21일 (금)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7시 - 9시 

미사를 시작으로 미사•성시간•고해성사 순으로 있습니다. 구역별 순서 없 

으니 편하신 시간대에 오셔서 판공성사 보시길 바랍니다.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     짜 봉  사   

12월23일 조정원 레오 가정 

∎2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장소: 12월23일 주일 미사후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17 Peninsula Court Bear, DE 19701  ☎ (302) 893-3608 

∎12월 미사 일정 

날    짜 미  사   시  간 장    소 

12월24일 

(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오후6시 
 구유예절있습니다. 준비물: 구유예물, 헌금 

St. Paul’s성당 

12월25일 

(화) 

성경암송대회 오전 10시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미사증 세례식과 첫영성체 예식) 
   준비물:구유예물, 헌금 
    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에서 전체친교있습니다. 

St. Paul’s성당 

12월30일 

(주일)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전11시 St. Paul’s성당 

12월31일 

(월) 

송구영신미사 오후7시 교육관 성당 

∎ 2019년 과테말라 천사의 집 유스미션트립  

일시: 6월22일-6월29일         대상자: 9학년 이상 

비용: 작년과 동일    신청문의: 이정인 세실리아 ☎ (302) 332-8409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김택수 사도요한, 사제 조한규 베네딕토, 엄종인 요한, 
이정인 세실리아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2월1일-최영철 엘리시오스, 12월2일-임성윤 비비안나,  홍나연 캐롤, 12월5일-나희성 그라토,  

12월7일- 엄종인 요한, 12월8일-박솔지 마리비앙카, 12월10일-조용애 율리아 

12월13일- 이루시아, 12월23일-김나연 빅토리아, 12월24일-엄재이 이르미나, 이현아 아델라 

12월26일-강일호 스테파노, 김민수 스테파노, 김정호 스테파노, 라홍식 스테파노, 민병묵 스테파노,  

               이상우 스테파노, 임용주 스테파노, 임종훈 스테파노, 조용만 스테파노 

12월27일-김택수 사도요한, 여인복 요한, 이동영 요한, 황선원 요한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474.00 

교무금 송정섭(11-12월),이명근(10-11월),임지용(1-12월),정지상(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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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