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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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  12 월 9 일 12 월 16 일 12 월 23 일 12 월 24 일 12 월 25 일 12 월 30 일 

전  례  력 대림 제 1 주일  

생명수호주일 

대림 제 2 주일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  

대림 제 3 주일 

자선주일 

대림 제 4 주일  

 

 

 

주님성탄대축일 

밤미사 

 

 

 

 

주님성탄 

대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해       설       이상헌 박   건 박상진 정지상 

제 1  독서 민병묵 강일호 이상헌 박봉업 

제 2  독서       이명자 김승희 이삼경 윤성숙 

예물  봉헌 이정인,홍성호 강선유,강지유 박기승,조원준 박상진,최분임 

복        사 조슬기,윤다해 이미애,홍성호  이창민,한  수 김혜원,박민지 

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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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다해)  
대림 제 1 주일 (생명수호주일) 

[입당송]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 

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 

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시편 25(24),4-5ᄀᄂ.8-9.10과 14(◎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  

      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 

    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 

    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  오 늘 의  전 례  ⁕⁕⁕⁕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  

     소서. ◎ 

[복      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입   당       95번    별들을 지어내신 주

 봉   헌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   체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165번    주의 잔치 

 파  견      97번   구원의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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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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earl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atholic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the Wilmington area, as successive 
waves of Catholic immigrants arrived — Irish, French, Caribbean, German, Polish, Italian, and more recently Latin 
American, Filipino, Korean and Vietnamese. In 1816 Father Kenny laid the cornerstone for the first Catholic Church in 
Wilmington; its foundation and walls are now part of the transept of the Cathedral of St. Peter at Sixth and West Streets. 

19세기 초부터 지역 내 가톨릭 신자는 윌밍턴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 프랑스, 카리브해 연안,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한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가톨릭 이민자들이 유입된 데에 연유합니다. 1816년에는 케니 신부님께서 윌밍턴 첫 천주교회의 

주춧돌을 놓으셨는데, 이 천주교회의 기초와 벽은 현재 6가와 웨스트 가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속한 수랑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Thomas Andrew Becker of Richmond, Va., consecrated first Bishop of Wilmington on August 16, 1868, started with 
limited diocesan resources: eight priests; 18 small churches; an orphanage, academy for girls and parochial school, all 
operated by the Daughters of Charity at St. Peter, Wilmington; and parish schools at St. Mary, Wilmington, and St. 
Joseph, Brandywine Banks, conducted by the Sisters of St. Joseph, who were immediately recalled to Philadelphia by 
Bishop James Wood when the new diocese was established.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출신의 토마스 앤드루 벡커 신부님은 1868년 8월 16일 윌밍턴 교구의 초대 주교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윌밍턴 교구의 사정은 열악하였습니다. 8명의 신부와, 18개의 작은 성전, 윌밍턴 성 베드로 

성당에 속한 자선의 딸에서 운영중이던 고아원과 여학교, 교구 학교가 각 한개씩 있었으며, 성 요셉 성당에 소속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던 본당 소속 학교가 윌밍턴의 성모 마리아 성당과 브랜디와인 뱅크의 성 요셉 성당에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그나마 성 요셉 성당의 수녀님들은 교구 설립 직후 제임스 우드 주교에 의해 필라델피아로 

소환되었습니다. 

During the 18 years Bishop Becker led the Diocese, the number of priests increased three-fold, and he doubled the 
number of churches, concentrating on rural areas. He obtained the services of the Visitation, Glen Riddle Franciscan, and 
Dominican sisters. He also brought to the Diocese German-speaking Benedictine priests and sisters to minister to the 
increasing number of German immigrants. 

베커 주교가 교구를 이끈 18년동안, 교구 소속 신부의 숫자는 세 배로 늘어났고, 성당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는데, 

주로 교외 지역에 새 성당이 설립되었습니다. 베커 주교는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 필라델피아 프란치스코 

수녀회와 도미니코 수도회가 교구 내에서의 활동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커 주교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베네딕도회 소속 신부들과 수녀들을 초빙하여 증가 추세에 있던 독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As the Catholic population rose to 18,000, Bishop Becker founded an orphanage and academy for boys, another 
academy for girls, and two more parochial schools. His writings, upholding the morality of the early labor mov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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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atholic University, were nationally influential. Locally he was forced more than 
once to use both pen and pulpit in defense of the church and its teachings. On March 26, 1886, he was transferred to 
Savannah, Georgia. 

천주교 신자의 수가 만 팔천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베커 주교는 남자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한 개, 그리고 본당 소속의 학교 두 개를 더 설립하였습니다. 

베커 주교가 쓴 글들은 초기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지지하였고 또한 국립 가톨릭 대학의 신설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미 전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글과 설교를 모두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86년 3월 26일, 베커 주교는 조지아 주 사바나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Period of growth: 성장의 시대 

His successor was Alfred Allen Curtis of Baltimore, a native of the diocese’s Maryland Eastern Shore, who was 
consecrated second Bishop of Wilmington on November 14, 1886. He set out immediately to liquidate all church 
indebtedness, especially of the country parishes. To do this he secured legislation in Delaware, Maryland and Virginia 
allowing all parishes to incorporate and hold property in their own names, rather than in the name of the bishop. In 
1890 he asked the Benedictines to start St. Hedwig Parish for the Poles who had begun arriving in large numbers, and in 
1896 invited the Felician Franciscans to staff its parish school. He brought the Josephite fathers to the diocese to 
minister to African-Americans, opening St. Joseph Church, a boys’ orphanage, and a parochial school in Wilmington. 
Later, with assistance from St. Katharine Drexel, the Josephites also opened an industrial school for older youths at 
Clayton, Delaware. 

베커 주교의 후임자는 매릴랜드 동부 해안가 출신으로 당시 볼티모어에서 사목 활동 중이던 알프레드 알렌 

커티스로, 1886년 11월 14일 윌밍턴 교구의 제 2 대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커티스 주교는 임명 즉시 모든 

성당의 차입금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시골 지역에 있는 본당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델라웨어, 매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의 교회 법령을 정비해 모든 본당들이 부동산을 주교 명의가 아닌 

본당 명의로 등록하고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1890년에 그는 당시 급증하기 시작한 폴란드 이민자들을 위해 성 

베네딕도회로 하여금 성 헤드비지스 성당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1896년에는 펠리시안 수녀회를 

초청하여 이 성당 소속 학교의 교직원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요셉회 신부님들을 윌밍턴 교구로 초빙하여 

흑인들을 상대로 사목 활동을 벌이게 하고, 또한 윌밍턴에 성 요셉 성당과 남아들을 위한 고아원, 그리고 교구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요셉회 신부님들은 성 캐더린 드렉셀 성당의 지원을 받아 델라웨어 주 

클레이톤에 조금 나이 든 아이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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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2월 2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 

력은 ‘다해’를 따르게 됩니다. 

∎ 오늘 (12월2일)은 제11회 ‘생명수호주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생명수 

호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신자들이 생명수호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각 본당의 모든 주일 미사를 ‘생명수호미사’로 봉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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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환 및 대림초 축복과 배부 
대림시기가 시작되는 오늘 12월 2일(주일) 미사때 대림환 및 대림초 축복 

하고 미사후에 배부하오니 신청하신 가정에서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림시기 공동체 신자분들 가정 방문 및 축복  

주임신부님과 첫영성체 대상 아이들이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고 축복 

하오니 신청하실 가정은 해당 각 구역장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1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 12월 9일 주일 미사후  

장소: 조용만 스테파노•김영란 비아 가정  

       1720 Otts Chapel Road Newark, DE 19702 

        ☎ (302)369-3532, (302)559-8038 

∎교육관성당 대청소 및 성탄장식 

•일시: 12월 9일 (주일) 미사후      •장소: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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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     짜 봉  사   

12월9일 박기승 레오 가정, 이삼경 크리스티나 

12월23일 조정원 레오 가정 

∎ 2019년 가정초신청  

가정초 신청하실 가정은 해당 각 구역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림판공성사 및 평일미사 일정 

일시: 12월 21일 (금)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7시 - 9시 
미사를 시작으로 미사•성시간•고해성사 순으로 있습니다. 구역별 순서 없으니 편 

하신 시간대에 오셔서 판공성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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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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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 매일미사책 정기구독료 및 대림환 납부 

2019년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및 대림환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각 구 

역장님께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박영목 다니엘,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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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00 

교무금  박기승 (11월-12월), 배덕효 (9-10월), 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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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