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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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    주소: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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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사       명       단  

날        짜 4 월 22 일  4 월 29 일 5 월 6 일 5 월 13 일 5 월 20 일 5 월 27 일 

 

전  례  력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부활 제 5 주일 

이민의 날 

부활 제 6 주일 

생명주일 

부활 제 7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해        설 정지상 강선유 윤성숙 박상진 이상헌  

제 1  독서 민병묵 이창민          윤여강 이상헌 강주현 전신자 

제 2  독서 이명자 김태현 김영미 이삼경 박소희 일일 

예물  봉헌 이정인,홍성호 김혜민,김혜원   강일호,김승희 박기승,조원준 최혜정,박상진 성지순례 

복        사 이창민,한  수  김주현,김민주   조용진,윤우식 이혜민,윤다해 조아라,정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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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나해)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입당송]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  

    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  

    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  

    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  

    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오 늘 의  전 례  ⁕⁕⁕⁕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 

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입 당       55번    착하신 목자 

 봉 헌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178번    성체 앞에          

               174번    사랑의 신비 

 파 견    136번   예수 부활 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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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nnual Catholic Appeal 

Disciples of Christ, Witnesses of Faith 그리스도의 제자, 신앙의 증거자 
 
Bishop’s Appeal Message Commitment Weekend – April 14 & 15, 2018  

Third Sunday of Easter – Luke 24: 35-48 

 

 Once the two disciples on the way to Emmaus recognized Jesus, they immediately returned 

to Jerusalem to share the good news.  Having joined the others in the Upper Room, they 

explained how Jesus was made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While they 

were still speaking, He, as we just heard, stood in their midst. St. Luke tells us how Jesus 

opened the minds of the discipl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Afte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 disciples could not keep the Good News to themselves but 

rather hurried to share their great joy with anyone who would liste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requires us to communicate the good news by our attitude, values,  lifestyle and 

personal witness. During these last ten years as your Bishop, I have seen firsthand your 

compassion, charity and generosity.  I have seen you take the message and work of Jesus 

beyond yourselves and into the community of people who you do not personally know but 

know only that they too are loved by Our Lord and Savior. Each year at this time I ask your 

support for the many ministries and services we provide for those who come to the Church 

seeking help.  Your generosity and commitment are enormously gratifying to me. Gifts to the 

Appeal support nearly forty educational, charitable and pastoral ministries. Last year 10,000 

students were taught each day by nearly 900 educators working in one of our 36 Catholic 

schools. Our Office of Religious Education supports faith formation in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serves more than 10,000 students each year in the 52 Religious Education 

programs. Last year the diocese’s Office of Marriage and Family Life provided Pre-Cana 

instruction to 229 couples.  Our Catholic Youth and Young Adult Ministry touched the lives of 

many hundreds of youth. Through Catholic Charities, our Basic Needs Program assists 

households in crisis.  Last year, the program impacted over 7,000 individuals. Last year, 

forty at-risk, expecting young moms made Bayard House their temporary home as each 

prepared to give birth to their child. Our Pro-Life Office works to promote Catholic teachings 

on human life issues providing programs and information to strengthen our diocesan witness. 

And Casa San Francisco, in Milton, DE offered temporary housing to 112 persons.  Casa also 

operates the largest Food Assistance program in Sussex County serving 12 sites. Last year, 

Seton Center in Princess Anne, Maryland provided service to over 1,650 individuals offering 

a variety of programs. Catholic Charities’ Food Assistance program provides nutritious food 

to individuals who are at risk of hunger.  Last year, over 5,330 persons received food from at 

least one of their food assistance programs. Our Institutional Chaplains visit the sick in 

hospitals, nursing homes and the imprisoned.  And our 88 Ordained Deacons serve in all but 

six of our 56 parishes.  Nineteen men are currently in their second year of Deacon Formation 

leading up to ordination in 2021. This year’s Appeal theme, “Disciples of Christ, Witnesses of 

Faith”, challenges each of us to bear witness to our faith and open our minds and hearts to 

bring those less fortunate closer to God’s table. In a few moments, you will be asked to fill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2 
 

out a pledge card and financially support the 2018 Annual Catholic Appeal.  I pray that you 

can be generous and that you will continue your efforts to be Disciples of Christ bringing 

hope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need Him most.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ies abundantly for your goodness.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합류하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루카 성인은 예수님 

께서 제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셨는지 말해줍니다. 오순절에 성령 

께서 강림하신 이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끼리 나누기보다, 그들의 커다란 기쁨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태도, 가 

치, 삶의 양식, 그리고 개인적 신앙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과 소통하도록 요구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교로 봉사한 지난 10 년동안, 저는 직접 여러분의 연민, 자선과 너그러움을 보 

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공동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전해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매해 

이 즈음에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수많은 

사무처와 봉사 단체에 대해 지원해 주시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성금으 

로 저희는 40 여개에 달하는 교육 사무처, 자선 사무처, 그리고 목회 사무처를 지원합니다. 작년의 경 

우, 서른여섯 개의 가톨릭 학교에서 만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900 여명에 달하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을 받았습니다. 저희 “신앙 교육 사무처” 는 신앙 발전 단계에 따른 모든 수준의 신앙 형성을 지원하 

는데, 매 해 52 개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구의 “결혼과 가정 생활 사무처” 는 229 쌍의 예비 부부에게 혼인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천주교 청소년 사무처”는 청소년 수백명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천주교 자선 단체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초 수급 지원 프로그램” 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7 천명이 넘는 개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어 

려움에 처해 있던 마흔 명의 젊은 임산부들은 Bayard House 에서 거처하며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 

다. 우리의 생명 존중 사무소는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홍보하고, 특히 교구 신자 

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과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라웨어 주 밀튼에 위치한 “Casa 

San Francisco” 는 112 명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Sussux County 

에서 제일 큰 음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 곳의 보급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 

년에 매릴랜드 주 Princess Anne 에 위치한 Seton Center 는 1,650 명이 넘는 분들에게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가톨릭 자선 단체의 음식 지원 프로그램은 기아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에 

게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작년에 5,330 명이 넘는 사람이 저희의 음식 지원 프로그 

램을 통하여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음식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원목 사제들은 병원, 요양원, 그리고 

감옥에서 투병중인 사람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든 여덟 명의 저희 종신 부제들은 총 56 개 

성당 중 50 개의 성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 명의 남성 신자분들이 현재 부제 교육 

2 년차에 있으며, 이 분들은 2021 년에 서약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모금 주제인 “그리스도 

의 제자, 신앙의 증인” 은 우리 개개인에게 신앙의 증인이 될 것을 주창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열어 우리보다 불행히도 하느님의 식탁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더욱 가깝게 이끌도록 요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2018 년 Annual Catholic Appeal 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기부 서약 카드를 작성해주시기를 요청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3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너그러워 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행에 대해 많은 축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55 차 성소 주일 담화 

주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8 년 10 월에 개최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 15 차 정기총회에서는 젊은이, 특히 젊은이들 사 

이의 관계,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논의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빌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모든 세대의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세계주 

교대의원회의 제 15 차 정기총회 예비 문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서문)이 되는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55 차 성소 주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우리는 일련의 단편적인 행사들에 몰입하거나 휩쓸려 가는 

대신에, 거룩한 성소로 세상 안의 삶과 현존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다사다난한 우리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 주시며,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애타게 열망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께서는 다양하고 

유일한 모든 개인적 교회적 성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의 탈렌트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 ‘경청하기, 식별하기, 실천하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와 시련의 시기를 보내신 다음에 나자렛의 회당을 방문하시어 당신 사명을 

시작하신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성부께서 당신께 맡기신 

사명의 내용을 식별하셨으며, “오늘”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루카 4,16-21 참조). 

경청하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직후에 그 부르심은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소리 

보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면서 조용하고도 신중하게 다 

가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짓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생애를 깊이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아니 

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낱낱이 주의를 기울여,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읽고 성령의 놀 

라운 활동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관행대로만 행동하면서, 쳇 

바퀴 같은 세상 속에서 스러져 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 

해 두신 특별하고 인격적인 부르심을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며 하느님 

께서 우리와 함께 써 내려가고자 하시는 고유한 본래의 역사에서 주역이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수 

님 또한 부르심을 받고 파견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으 

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읽으셨으며,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떠들썩하고 자극적이며 

정보의 홍수에 빠진 세상에서 경청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시와 

동네들을 가득 채우는 외부의 소음과 우리의 내적 산만함과 혼란이 병존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잠시 

멈추어 관상하고,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에 관하여 고요히 성찰하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자애로운 

계획을 확신하면서 활동하고 식별하는 결실을 맺는 데에 맛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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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느님 나라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루카 17,21 참조). 우리는 엘리 

야 예언자처럼 깊은 영적 침잠으로, 감지되지 않는 거룩한 바람의 속삭임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하느 

님 나라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1 열왕 19,11-13 참조).   

 식별하기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며 당신께서 부름받으신 사명의 내용을 식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 

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 

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 

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우리 모두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식별을 통해서만 

각자 지닌 고유한 성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삶의 현실에서 시작하여 근본적 선택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젊은이, 신 

앙과 성소 식별”, 제 2 장 2).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소가 늘 예언자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으로 크게 불안정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백성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예언자들이 파견되었 

음을 압니다. 회오리치는 바람과 같이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잊어버린 양심들이 지니는 거짓 

평온을 뒤집어엎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 약속에 비추어 사건들을 식별하고, 어두운 역사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동트는 표징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식별과 예언을 절실히 필 

요로 합니다. 이념과 비관론의 유혹에 저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그 

분께서 어떠한 장소와 수단과 상황들로써 우리를 부르시는지 발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안에서 읽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사명 수행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디로’ 또 ‘무엇으로’ 

부르시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천하기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를 열광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현 시점 

의 새로움을 알리십니다. 때가 차자 그분께서는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로서, 잡혀간 이들을 해방하 

시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선포하도록 기름 부 

음을 받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 

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우리가 하느님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에 마음을 열도록 

해 주는 복음의 기쁨은 우리 게으름과 나태를 참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결정하는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은 채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구실로 창문으로 얼굴만 내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성소는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증언하고자 평신도의 혼인 생활로, 성품 직무의 사제 생활로, 또는 

특별한 봉헌 생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 가족 

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당신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계속하여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 

시켜 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특별한 유대의 관계로 직접적인 봉사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 

을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어떤 이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 

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깨우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영 

원히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봉헌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며 커다란 은총입 

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한계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 목소리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식별하며, 마침내 하느님께서 주신 오늘 안에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의 젊은 여인으로서 하느님의 강생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신 지극히 거룩하 

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여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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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오늘4월22일(일)은 ‘성소 주일’로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알립니다 
 St. Paul’s 성당 주차시 성당 또는 성당공터편으로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성당 맞은편은 개인집 소유로 주차시 차량이 견인된다고 하니 착오없으시 

길 바랍니다. 

∎공동체 단체 셔츠 신청 
‘윌밍턴 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 단체 셔츠를 제작하 

오니 각 구역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Annual Appeal 약정 
Annual Catholic Appeal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년중 행사로서, 모아진 기부금으로 교회의 사제와 부제 

들을 교육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톨릭 학교를 유지 발전하고, 은퇴 신부와 수녀들을 지원하고 그 밖 

의 다른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교구에서 실시하는 자선 프로그램에 기 

쁘게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투는 성당입구에 비취되어 있고, 재무분과 

장 윤여강 디모테오 형제님께 주시면 됩니다.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오늘 4월22일 주일미사후 청소당번은 송정섭 대건안드레아•공정임 효주아 

녜스 가정, 임성윤 비비안나 형제 자매님들 입니다. 

∎라우다떼 성가대 모임 
일시•장소: 4월 22일 (주일) 미사후  교육관 성당 

∎5월 사목회의 
일시•장소: 4월 24일 (화) 오후 7시 30분  교육관 성당 

∎요셉회 모임 
일시: 4월 26일 (목) 오전 11시  

장소: 나희성 그라토•오영애 요안나 가정  ☎ 215-254-9214 

       (403 Stanley Plaza Blvd., Newark, DE) 

∎ 전신자 일일 성지순례 
일시: 5월 27일 (주일) 오전 9시~오후 8시 

장소: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Cathedral of Mary Our Queen in Baltimore, MD. 

출발장소: Del Castle Recreational Park 

∎ 견진성사 교육 및 일정 
견진교육일시 및 장소: 4월15일 ~6월3일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대상자는 평일미사 2회 참례와 윌밍턴 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순례 참 

가와 필립비서 영문 또는 한글 성경필사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견진성사일시:  6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때 

견진성사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 교회 
                  (17615 Old Baltimore Road Olney, MD 20832) 

∎ 예비자 교리반 
천주교 신자가 되시려면 세례를 받아야하는데, 신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예비신자 교리’라고 하며, 저희 공동체에서는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님 

께서 직접 가르치시며, 교리시간은 일주일에 한번씩, 약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천주교에 관심이 있거나 인도를 원하시는 분을 환영 합니 

다. 예비신자 교리 첫 모임은 6월 24일 (일) 주일미사 후 St. Paul’s 사제 

관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홍보분과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 

시길 바랍니다. (☎ 302-893-3608) 

연미사 김은자 루시아, 장익 프란치스코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월6일- 성정미 율리안나, 이수자 율리아나, 최정애 율리아나  

4월28일-김혜숙 발레리아 김봉업 카타리나, 임지연 카타리나 

4월30일 권금자 소피아, 김은지 소피아, 김정윤 비오 

 

⁕⁕⁕ ⁕⁕⁕ 
$473.00 

박기승(3-4월), 박용철(4월), 이수용(2-3월), 

        임용주(3-4월) 

(2017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1,130단 (총13,87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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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