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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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일  12 월 24 일 12 월 25 일 12 월 30 일 12 월 31 일 1 월 1 일 

전  례  력 대림 제 4 주일 
 

주님성탄 대축일 

밤미사 

주님성탄 대축일 예수,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성화주간) 

송구영신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해       설       정지상 윤성숙 이상헌 이창민 박상진 정지상 

제 1  독서 김봉업  권민숙 조슬기   

제 2  독서 윤성숙  신   균 윤우식   

예물  봉헌 박상진,최분임  박용철,권의진 이혜민,정캐롤   

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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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다해)  
대림 제 4 주일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 

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미카 5,1-4ᄀ 

[화답송] 시편 80(79),2ᄀᄃᄅ과 3ᄂᄃ.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  

      원 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  

      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  

     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위해 키우신 아  

     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  오 늘 의  전 례  ⁕⁕⁕⁕ 
[제2독서]  히브 10,5-10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 

     기를 바랍니다. ◎ 

[복      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입   당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봉   헌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69번    사랑의 성사       

                 500번   평화의 하느님 

 파  견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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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Diocese History of the Diocese of Wilmington at sesquicent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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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hop Mardaga died May 28, 1984, after a four-year struggle with prostate cancer that he bore with exemplary fortitude, 
continuing to fulfill his responsibilities despite repeated hospitalizations, surgeries and radiation treatments. 

마르다가 주교님께서는 1984년 5월 28일 선종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선종하시기 전 4년간 전립선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반복되는 입원과 수술,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와중에서도 주교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는 모범적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During his 15-year episcopate, Bishop Mardaga opened nine new parishes to serve a Catholic population that had grown 
to 122,000, even with the return of the two southernmost counties to the Diocese of Richmond in 1974. 

주교로 재임하신 15년간 교구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카운티가 1974년 리치몬드교구로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 내 가톨릭 신자 수가 12만 2천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르다가 주교님께서는 아홉 개의 본당을 새로 설립 

하셨습니다. 
 

In 1978 Bishop Mardaga invited into the diocese Bishop James C. Burke, O.P., retired missionary bishop of Chimbote, 
Peru. Bishop Burke served as vicar for urban affairs and diocesan director of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and assisted his host bishops in their pastoral responsibilities through parish visitations and administering confirmation 
until shortly before his death on May 24, 1994. 

1978년 마르다가 주교님께서는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으로 페루 침보테교구에서 선교 주교로 은퇴하신 제임스 

버크 주교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버크 주교님은 1994년 5월 24일 선종하시기 직전까지 도시 문제 대리 주교 및 

신앙 전파를 위한 모임의 교구 디렉터로 활동하셨고, 아울러 바쁘신 교구장님들을 대신하여 본당 방문을 해주시 

고 견진 성사도 집전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Robert E. Mulvee, Auxiliary Bishop of Manchester, New Hampshire, was appointed seventh Bishop of Wilmington to 
succeed Bishop Mardaga on February 19, 1985. He was installed in Wilmington on April 11, 1985, and began a diocesan 
administration emphasizing collegiality. He led a five-year planning process culminating in the report “A Church Called to 
Serve: Pastoral Directions for the ’90s.” Answering the call to ecumenism of the Vatican Council, he helped restructure 
the Delmarva Ecumenical Agency into the Chrisian Council of Delaware and Maryland’s Eastern Shore, as a more 
responsive vehicle for Christian interaction. As the Catholic population increased to 165,000, of a total 1,050,000 people 
in the area, he founded two new mission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diocese and raised a third to parish status. On 
February 7, 1995, he was appointed Coadjutor Bishop of Providence, R.I., and became the seventh Bishop of Providence 
on June 11, 1997. 

마르다가 주교님의 후임으로는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교구에서 보좌주교로 계시던 로버트 멀비 주교님께서 1985 

년 2월 19일 윌밍턴교구의 제 7대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1985년 4월 11일 윌밍턴 교구에 착좌 

하셨고, 교구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교구 내 상호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사목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 90년대를 위한 사목 활동 지침서”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교구 5개년 발전 계획을 주도하셨 

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구한 교회 일치 운동에 호응하기 위하여 주교님께서는 델마바 그리스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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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합회를 델라웨어 및 매릴랜드 동부 연안 크리스천 평의회로 재개편 하시어 크리스천들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구 내 총 인구수가 105만명인 상황에서 가톨릭 신자 수가 16만 5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교님께서는 교구 남부에 두 개의 공소를 새로 설립하셨고, 세 번째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셨 

습니다.  1995년 2월 7일, 주교님께서는 로드 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교구의 교구장 후계권을 갖는 보좌주교로 

임명되셨고, 1997년 6월 11일 프로비던스교구의 교구장이 되셨습니다. 
 

New century, new goals 새로운 세기, 새로운 목표 
Bishop Michael A. Saltarelli of Newark, New Jersey, was appointed eighth Bishop of Wilmington on November 21, 1995, 
and was installed on January 23, 1996. Soon after his arrival, he announced seven priorities: to promote vocat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astoral ministry to Hispanic people; to assure efficient and effective diocesan departments 
and ministries; to establish new parishes and schools; to explore the roles of clergy and laity in various models of parish 
ministry; to evangelize the unchurched and alienated 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an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inistry on college campuses. 

뉴저지 주 뉴왁교구의 마이클 살타렐리 주교님께서는 1995년 11월 21일 윌밍턴교구의 제 8대 주교로 임명되셨 

으며, 1996년 1월 23일 착좌하셨습니다. 윌밍턴교구로 오신 후 곧바로 주교님께서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 

야 할 일곱 가지의 최우선 과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소 후원, (2) 히스패닉 신자들 

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목 사무소의 설치, (3) 교구 내 분과 및 사무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진행, (4) 새로운 성당과 학교 설립, (5) 여러 형태의 사목 사무소 모델을 통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역할 탐구, (6) 교 

회로부터 멀어지고,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된 흑인 공동체에 대한 복음 전파, 그리고 (7) 대학 캠퍼스 내에 포괄 

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 설치. 
 

Successfully addressing his highest priority, during a period of declining religious vocations, Bishop Saltarelli ordained 24 
new priests for the diocese and revitalized the permanent diaconate program, ordaining 48 permanent deacons to 
augment the 45 serving when he arrived.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발표하신 후, 사제성소가 줄어드는 힘든 기간에도 살타렐리 주교님께서는 스물 네 

명의 새로운 신부님을 교구 소속으로 서품하셨고, 종신부제직을 다시 활성화시켜 기존에 봉사중이던 45명의 

종신부제에 더하여 새롭게 48명의 종신부제를 서품하셨습니다. 
 

The diocese strengthened its ministry to the growing Hispanic population and established two new parishes— St. 
Margaret of Scotland, Glasgow, in 1998, and St Jude the Apostle, Lewes (previously a mission of St. Edmond, Rehoboth 
Beach,) in 2002 — and the new mission of Our Lady of Guadalupe, Frankford (Roxana), in the care of St. Ann, Bethany 
Beach in 2006. 

교구는 증가추세에 있는 히스패닉 신자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강화하였고, 이와 아울러 1998년 글래스고에 스코 

틀랜드의 성녀 마르가리타 성당과 2002년 루이스에 성 유다 타대오 성당 (레호보스 비치에 위치한 성 에드먼드 

공소로 시작) 등 두 개의 새로운 본당을 설립하였으며, 프랭크포드 (록산나) 에 과달루페 성모 공소를 베터니 비치 

에 위치한 성 앤 성당 소속으로 2006년에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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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5일 (화) 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 

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로,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 

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 

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12월30일 (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 

정 성화 주간 (12월30일~2019년 1월5일)’이 시작됩니다. 
 

∎전신자 성경필사: 4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 의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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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구 사목회 이취심식 있습니다.  

∎매일미사책 정기구독료 및 대림환 신청비 및 가정초 신청비 납부 

2019년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및 대림환 신청비 및 가정초 신청비는 해 

당 각 구역장님께  빠른시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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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     짜 봉  사   

12월23일 김봉업 카타리나 가정, 조정원 레오 가정 
 

∎교육관성당 대청소 및 성탄장식 

•일시: 12월 23일 (주일) 미사후      •장소: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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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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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시•장소: 2019년 1월 1일 (화) 교육관 성당 오전 11시 

             2710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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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줄리아나, 마르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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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0 

감사헌금: 김일월($200), 김정희($50) 

교무금 김국제(12월), 김봉업(4-12월), 라양희(11-12월),  

         이명근(12월), 임용주(11-12월), 정지상(10-12월), 

         조원준(12월), 한기석(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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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