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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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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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일 
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대림 제 3 주일 

자선주일 

대림 제 4 주일 주님성탄 대축일 

밤미사 

주님성탄 대축일 예수,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성화주간) 

송구영신미사 

해       설       박   건      박상진 정지상 윤성숙 이상헌   

제 1  독서 강일호 이상헌 박봉업  권민숙   

제 2  독서 김승희 이삼경 윤성숙  신     균   

예물  봉헌 강선유,강지유 박기승,조원준 박상진,최분임  박용철,권의진   

복        사 이미애,홍성호 이창민,한  수 김혜원,박민지  복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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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다해)  
대림 제 2 주일 (인권주일•사회교리주간) 

[입당송]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 

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시편 126(125),1-2ᄀᄂ.2ᄃᄅ-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  

     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4-6.8-11 

⁕⁕⁕⁕  오 늘 의  전 례  ⁕⁕⁕⁕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3,1-6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  

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입   당       89번    주 하느님 자비로이

 봉   헌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   체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파  견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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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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Bishop Curtis, the Benedictine sisters located their motherhouse at Ridgely, Maryland, and opened a school there, 
later replaced by their ministry to exceptional children. In 1893 the Ursulines took over the girls’ academy that the 
Visitation sisters had conducted. The Visitandines, with the bishop’s encouragement, established a cloistered monastery, 
returning to their original purpose and rule, and remained for over a century until relocating in 1993 to Massachusetts. 
Bishop Curtis resigned for health reasons on June 10, 1896, leaving a well-established diocese: 30 priests, 22 churches and 
18 missions serving 25,000 Catholics, 12 seminarians, eight religious communities, three academies, nine parochial schools, 
three orphanages and a cloistered convent.’ 

커티스 주교님 시절, 베니딕토 수녀님들은 매릴랜드 주 릿질리에 수도원 본원을 설립하고 그곳에 학교를 열었는 

데, 이 학교는 나중에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에서 운영해오던 이 학 

교는 1893년부터 얼술린 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는 주교님의 권유에 따라 

수녀회 고유의 목적과 규율에 맞는 봉쇄수도원을 설립했는데, 이 수도원은 1993년 매사추세츠 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커티스 주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1896년 주교직을 사임하였 

는데, 사임 당시 윌밍턴 교구는 자리를 잡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구에 소속된 서른 명의 

신부가 스물 두 개의 성당과 열 여덟개의 공소를 통해 이만 오천명의 천주교 신자를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아울러 교구는 신학교 열 두개, 가톨릭 공동체 여덟개, 교구 소속 학교 세 개, 본당 소속의 학교 아홉개, 

고아원 세 개, 그리고 봉쇄수도원 한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ishop Curtis remained as apostolic administrator of the diocese until the arrival of his successor, John J. Monaghan of 
Charleston, South Carolina, who was consecrated third Bishop of Wilmington on May 9, 1897. Over the next 28 years 
Bishop Monaghan established seven new parishes, seven missions and eight new schools. In 1903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opened a home for the aged and the Oblates of St. Francis de Sales opened the Salesianum School in Wilmington, 
for many years the only secondary school for boys in the diocese. In 1924 Bishop Monaghan asked the Oblates to 
establish a parish and build St. Anthony Church for the growing Italian population of Wilmington. 

커티스 주교님은 사임하신 이후에도 새 주교님이신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후임 존 모나한 주교님께서 

1897년 5월 9일 윌밍턴 교구의 제 3대 주교로 착좌하시기 전까지 교구장 서리로서 계속 남아 업무를 수행해 주 

셨습니다. 이후 존 모나한 주교님은 28년간 성당 일곱개, 공소 일곱개와 학교 여덟개를 새로 열었습니다. 190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작은 수녀회는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집을 개설하였고,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오블라티 수도회 

는 윌밍턴에 살레시오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는 이후로 오랜 기간동안 교구 내에서 유일한 남자 고등학교 

로 운영되었습니다. 1924년 모나한 주교님은 오블라티 수도회에 당시 윌밍턴에서 증가 추세에 있던 이탈리아 

신자들을 위해 성 안토니오 성당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Bishop Monaghan welcomed the establishment by Bishop Stephen Soter Ortynski, Byzantine Exarch of Philadelphia, of a 
parish at Wilmington and a parish and orphanage at Chesapeake City, Md., for the Ukrainian Catholics within the 
diocese. Bishop Monaghan also founded the St. Francis Hospital, operated by the Sisters of St. Francis of Glen Riddle. 
Bishop Monaghan resigned for health reasons on July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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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한 주교님은 당시 동방 가톨릭교회 소속으로 필라델피아의 비잔틴 Exarch으로 봉직중이시던 스티븐 소터 

오틴스키 주교님께서 우크라이나 출신 신자들을 위해 윌밍턴에 새 성당을 건립하고 매릴랜드 주 체사피크에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모나한 주교님은 아울러 성 프란치스코 병원을 개원했는데, 이 병원은 

글랜 리들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모나한 주교님은 1925년 7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He was succeeded by Edmond John FitzMaurice of Philadelphia, who was consecrated fourth Bishop of Wilmington on 
November 30, 1925. During his 35-year episcopate the Catholic population grew from 34,000 to 85,000. All but one of 
the 17 new parishes and eight missions he founded were outside the City of Wilmington. He started 19 elementary and 
nine secondary parish schools, of which four for the first time were outside New Castle County, at Dover, Salisbury, 
Easton and Rehoboth. Two private high schools were also opened — Archmere, for boys, by the Norbertine canons, and 
Padua, for girls, by St. Anthony Parish under the Franciscan sisters — and an elementary academy — St. Edmond’s, for 
boys, by the Brothers of the Holy Cross. 

후임으로는 1925년 11월 30일 윌밍턴의 제 4대 주교로 필라델피아 출신의 에드워드 존 피츠머리스 주교님께서 

착좌하셨습니다. 피츠머리스 주교님께서 봉직하신 35년 동안 교구 내 신자 수는 3만 4천명에서 8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교님께서 새로 만드신 17개의 성당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성당이 윌밍턴 시 외곽에 세 

워졌고, 여덟개의 새 공소 역시 모두 윌밍턴 시 외곽에 세워졌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열 아홉개의 새 초등학교를 

열고, 아울러 본당 소속으로 아홉 개의 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였는데, 그 중 네 개의 학교는 교구 역사상 처음으 

로 뉴 캐슬 외곽 지역인 도버, 솔즈베리, 이스턴, 그리고 레호보스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두 개의 사립 고등학교도 

새로 열었는데, 남학생들을 위한 알키미어 고등학교는 프레몽트레회에서 운영하였고,  여학생들을 위한 파두아 

고등학교는 성 안토니 성당 소속으로 프란치스코회 수녀님들께서 운영하셨습니다. 또한 남학생들을 위한 성 에 

드먼드 초등학교도 새로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는 성 십자가 수도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Bishop FitzMaurice encouraged active participation by the laity in the work of the church, anticipating the reforms of 
Vatican Council II. Among the many activities he encouraged were such conventional structures as Catholic Charities 
(founded as the Catholic Welfare Guild), Catholic Youth Organization,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St. 
Vincent de Paul Society, and Knights of Columbus, as well as innovative ones like the Catholic Interracial Council, 
Catholic Forum of the Air, Catholic Television Guild, Diocesan Book Forum, Catholic Education Guild, and Young Christian 
Workers. 

피츠머리스 주교님께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한 개혁을 예측하시면서 교회 일에 평신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님께서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셨는데, 이 중에는 가톨 

릭 자선회 (가톨릭 복지 길드로 처음 설립됨), 가톨릭 청소년회, 신앙의 전교를 위한 모임, 성 빈센트 드 펄 회, 그리 

고 컬럼부스 기사단 등 보편적인 모임과 아울러 그 당시 혁신적으로 평가받았던 가톨릭 다인종 위원회, 라디오 

방송인 가톨릭 토론회, 가톨릭 텔레비전 길드, 교구 독서 토론회, 가톨릭 교육 길드, 그리고 젊은 크리스천 노동자 

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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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은 제37회 ‘인권주일’이며 ‘사회 교리 주간(12월9일 

~15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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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시기 공동체 신자분들 가정 방문 및 축복  

주임신부님과 첫영성체 대상 아이들이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고 축복 하오 

니 신청하실 가정은 해당 각 구역장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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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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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가정초신청   

2019년 한해동안 쓰일 가정초는 해당 구역장님께 12월10일까지 헤당 각 

구역장님께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Full set(대2개,소2개) $36, 

Large set (대2개) $24, Small set(소2개) $12, 낱개구입도 가능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1구역] 일시•장소: 12월 9일 주일 미사후  조용만 스테파노 가정  

                       1720 Otts Chapel Road Newark, DE 1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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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역] 일시•장소: 12월23일 주일 미사후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17 Peninsula Court Bear, DE 19701 

                       ☎ (302) 893-3608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날     짜 봉  사   

12월9일 박기승 레오 가정, 이삼경 크리스티나 

12월23일 조정원 레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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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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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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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정은 메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과 함께하게 됩니다. 

 

 
 

금 주 의  미 사 지 향   
연미사 김사영 미카엘,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서인숙 율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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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00 

교무금  강영길(11-12월), 강주현(11-12월), 서연준(11-12월), 

         윤여강(12월) 

고구마 판매 수익금: $6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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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