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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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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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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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례  력 연중 제 23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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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미사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오전 11 시 

교육관 

연중 제 23 주일  

 

수요미사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 

 

 

목요미사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오전 11 시 

         교육관 

해       설 정지상  윤성숙 

제 1  독서 김신희 민병묵 

제 2  독서 김일월 이명자 

예물  봉헌 서행부,서영복 홍승표,이정인 

복        사 이혜민,정캐롤 강선유,박민지 

  친        교         야외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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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 (나해)  
연중 제 23 주일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 35,4-7ᄂ 

[화답송] 시편 146(145),6ᄃ-7.8-9ᄀ.9ᄂᄃ-10ᄀᄂ(◎ 1ᄂ)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  

     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  

    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야고 1,17-18.21ᄂ-22.27 
 

⁕⁕⁕⁕  오 늘 의  전 례  ⁕⁕⁕⁕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    

     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르 7,31-37 

[영성체송]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 

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   당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봉   헌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성   체     344번    영성체      

                 160번    하느님의 어린양 

 파  견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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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18 

Dear Friends in Christ, 

The Pennsylvania grand jury report causes us to relive the heartbreak we experienced 

almost a decade ago during our bankruptcy as we heard the sad stories of our own brothers 

and sisters, fellow Catholics, fellow parishioners who were subjected to abuse as children at 

the hands of priests who should have been concerned for the child’s well-being, and not 

their own twisted gratification. 

We are shocked when we hear the credible allegations that Archbishop Theodore McCarrick 

abused a teenager and sexually harassed and abused his own seminarians and priests. How 

could this man have risen so high in the ranks of the Church? This question demands 

accountability. 

This recent crisis has made it painfully clear, that while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has 

come a long way since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2002, we still have much work to do. While we are grateful 

that the Diocese of Wilmington has not had a reported instance of the sexual abuse of a child 

by anyone in diocesan or parish ministry in over 25 years, we must remain vigilant in our 

actions and prayers until the evil of abuse is once and for all purged from the Church we 

love. 

I echo the National Review Board’s call for a lay-led investigation. I also wholeheartedly 

agree with Cardinal DiNardo’s call for a “prompt and thorough examination into how the 

grave moral failings of a brother bishop could have been tolerated for so long and proven no 

impediment to his advancement.” Those who knew about the allegations against Archbishop 

McCarrick — or any other priest or bishop — yet turned a blind-eye, need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inaction, no matter how prestigious their position may be within the 

hierarchy. 

Some are tempted to look only at the failings of priests and bishops and walk away. But 

should we abandon Jesus because of Judas? It is not the time to leave the Church that gives 

us the Sacraments. This is not the time to turn our backs on the Eucharist – the source and 

summit of our lives as Catholic Christians; but a time to turn toward the Eucharist in prayer 

and courage. We must put our trust in God and ask Our Blessed Mother’s intercession, to 

guide us through this difficult time.  Let us use this crisis to get back to the basics of our 

faith: read the scriptures, participate in the sacraments, and pray the rosary, and spend time 

before the Most Blessed Sacrament as frequently as possible. 

Bishop Robert Barron rightly labeled this crisis is a “diabolical masterpiece” that undermines 

the work of the church at all levels. But I firmly believe that if we work and pray together, 

we will emerge from this dark time with a Church that is purified, a Church where all women, 

men, and children are loved and respected and never abused in any way. 

Please join me in prayer for the comfort and healing of survivors of clergy sexual abuse and 

that the Holy Spirit guide our Church from darkness into light. 

God bless you. 

Most Reverend W. Francis Malooly 

Bishop of Wilm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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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성희롱 보고서에 대한 주교님 편지           (번역: 교구 코디네이터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2018년 8월 30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인 여러분들께, 

저희는 지금은 가톨릭 신자로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해 저질러 

진 심각한 범죄와, 위계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혐오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대배심 조사 보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녕을 도모하여야 할 가톨릭 성직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그 당시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았을 우리의 형제 자매, 동료 신자, 

같은 성당 신자들을 아동학대로 유린한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는 우리가 10여년 전

에 교구 파산 과정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일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생생히 되살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어도어 맥캐릭 대주교가 십대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의 신학생과 성직자들에 대

해 성희롱과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

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위기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헌장을 2002년 채택하고 시행한 이

후 먼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가슴이 아프도록 분명

히 밝혀주었습니다.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 윌밍턴 교구 내에서 교구 혹은 본당 사목에 관련한 

아동 학대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반

드시 우리의 행동과 기도를 통해 아동 학대라는 악마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

원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National Review Board (미국 주교회의 산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자문기관: 역자 주)에서 요구

한 바와 같이 평신도가 주관 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디나르도 추기경께서 

요청하신 “형제 주교의 중대한 도덕적인 실패가 어떻게 그 오랜 기간동안 용납될 수 있었는지, 또한 

그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어떻게 이 일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신속

하고 철저하게 조사” 가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맥캐릭 대주교의 잘못된 행동에 대

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눈감아주며 지내온 신부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역시 교회 

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신부들과 주교들의 잘못만을 보고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게 성사를 베풀어주는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닙

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에게 삶의 근원이자 정점인 성체에 등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기도와 용기로 성체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복되신 

성모님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전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성경을 읽고, 성사에 참여

하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가장 복된 성체 성사에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로버트 바론 주교는 이 위기가 교회의 활동을 모든 수준에서 저해하는 "악마의 걸작"이라고 올바르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 어두운 시기로부터 우리가 정화된 

교회, 모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이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학대 받지 않는 교회

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직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이 위로 받고 또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시고, 아울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께 은총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윌밍턴 교구장 프란시스 멀루이 주교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8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미사 10분전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의 해’를 기억하며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에 대한 강의 있습니다. 

∎ 9월부터 매주 주일미사후 삼종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있습니다.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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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록 수정본이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공터에서 야외친교 있습니다. 오늘 친교준비는 임용주 스테 

파노•임정애 루피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자•첫영성체 교리반 
일시•장소: 매주 주일미사 후 St. Paul’s 사제관 

∎한가위 합동 연미사 명단이 성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평일미사 및 성시간 

 수요미사 목요미사 

    일시 

• 

장소 

    9월 12, 19, 26일 

오후 7시 30분 

St. Paul’s 성당 

        9월 13, 20, 27일 

오전 11시 

교육관 성당 

∎St. Paul’s 성당 청소 봉사 일정  

일     시 봉               사 

9월 16일 박기승 레오, 윤영실 에밀리아나, 이삼경 크리스티나 

 

∎10월 정기 사목회의 
일시•장소: 9월 18일 (화) 오후 7시 30분 교육관 성당 

∎Diocesan Medal of Merit Award 
일시: 9월 23일(주일) 오후 3시 

장소: St. Joseph Church (371 East Main St., Middletown, DE 19709) 

우리 공동체에서 시설분과장 박현걸 요한 형제님께서 받으시니 많은 참 

례 부탁드립니다. 

∎야외미사 및 체육대회 
일시•장소: 9월 30일 (주일) Lums Pond State Park Pavilion # 2 

             1068 Howell School Road, Bear, DE 19701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대상: 부부들 

일시: 10월 12일 (금) 오후7시-10월 14일(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이요셉•마리아 부부 (☎ 201-481-5369/201-697-7986) 

                 Email: youngseoklee@hotmail.com 

∎가톨릭 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일시: 10월 20일 (토) 오후 7시 

장소: 플러싱 대동연회장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티겟: $120    문의: ☎ 718-888-9130 

 

 

 

 

 

연미사 이명자 베로니카,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9월4일-박정하 카타리나, 이희자 카타리나, 최 선 카타리나,  9월7일-조혜영 레지나  

9월10일-김태훈 나콜라스            9월20일-공정임 효주아녜스, 김정일 하상바오로 

9월21일-김혜민 마태오, 조 진 마태오         9월27일-권의진 빈첸시오 

9월29일-강주현 가브리엘라, 강지유 미카엘라, 김도현 라파엘, 김민주 미카엘라, 김수지 미카엘라, 

김신희 미카엘라, 김태현 테레즈 가브리엘, 김형준 미카엘, 라양희 라파엘, 송민우 가브리엘, 한광석 

미카엘            9월30일-민현우 예로니모 

 

⁕⁕⁕ ⁕⁕⁕ 
$ 503.00 

강주현 (8월), 이행복 (7-10월), 정지상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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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