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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매달 마지막주는 청소년미사로 봉헌됩니다.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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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전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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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담당: 김승희 아녜스 • 박연실 안젤라 

☎ (302) 998-7609 ☎ (856) 357-5515 ☎ (801) 928-3670,  ☎ (302) 588-8254 

 
 

 

 

 

 

 

 

 

 

 

 

 

 
 

조아라 정지상 박상진  

강선유 유진희 민현우  

김태현 박연실 안선자 야 

한 수, 홍성호 강영길,권향자 김광수,김혜숙             외 

김혜원,김주현,김민주 이창민,홍성호 김주현,민서 디킨슨 미 

한 빈,송민우 한 수,한 빈 김태현,김민주 사 

3 구역 한가위 전체친교 서연준 글라라 가정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 

으면 내가 들어 주고,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리라. 

[ ]이사 55,6-9 

[ ] 시편 145(144),2-3.8-9.17-18(◎ 18 참조)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  

     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  

     네. ◎ 

[ ]  필리 1,20ㄷ-24.27ㄱ 

⁕⁕⁕⁕   ⁕⁕⁕⁕ 

 [ ] 사도 16,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 ] 마태 20,1-16 

[ ] 시편 119(118),4-5 참조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 

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220번   생활한 제물 

   500번    평화의 하느님   

            170번    자애로운 예수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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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 선택한 사제들 
최근 몇 년간 루이지애나 주와 호주에서 사제에게 "고해성사에서 들은 범죄자의 고백을 공개하라"는 사법당국 의 요구가 

있어 가톨릭 신자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 고등법원은 2014 년 한 사제에게 성폭 행 피해자로부터 들은 

고해내용을 증언하라고 명령했으나 미국 가톨릭교회의 반발 에 부딪혀 명령을 철회했 다. 또한 현재 호주 왕링위원회의 

사법 개혁 권고안 중 사제에게 고해성사 내용 증언을 의무화하는 안이 포함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드니대교구 켈빈 

러브그로브 신부는 왕립 위원회가 이런 권고안을 준비했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가톨릭교회의 반대 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고해성사에서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는 교회법에 명시된 사제의 의무이다. 

교회법 제 983 조에는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고해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고해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자동적으로 파문의 제재를 받는다. 사 제들은 이 엄정한 고해성사의 비밀봉 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다음에 소개하는 4 명의 사제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 한 하느님의 증거자들이다.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 St. John Nepomucene 
지금은 체코령이 된 보헤미아에서 1340 년경에 태어난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는 죽음으로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킨 대표 

사제다. 프라하대교구 총대리 주교였던 성인은 웬체스라우스 왕의 아내인 소피아의 고해를 듣게 됐 다. 분노와 질투로 

악명 높은 왕은 성인에게 아내의 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인이 거부하자 왕은 성인이 몸 담고 있던 수도원을 페쇄하고 

재산을 친척의 소유로 주려 했다. 성인은 수도원은 교회의 재산이라며 그마저도 저항했다. 분노에 찬 왕은 고문 끝에 

1393 년 성인을 살해했다. 

성 마태오 코레아 매가야네스 신부 St. Mateo Correa Magallanes 
성 마태오 코레아 매가야네스 신부도 고해성사의 비밀봉인을 지킨 순교자다. 그는 멕시코 정부에 저항하는 반 군 죄수의 

고해 내용을 밝히라는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여 크리스테로 무장세력과의 전쟁 중 처형됐다. 1866 년 멕시코의 

테페치틀란에서 태어난 마태오 신부는 콜럼버스의 기사단 회원으로 멕시코 각자에서 신부로 사목 했다. 1924 년 매가 

야네스 신부는 에울로지오 오르티 장군이 이끄는 멕시코 군에 체포됐다. 수일 후 오르티즈 장군은 성인을 사형 앞둔 

포로들에게 보내 고해성사를 듣게 했다. 고해성사를 마친 성인에게 오르티즈 장군은 고해내용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마가야네스 신부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신부는 다음날 새벽 듀랑고 변두리의 묘지로 끌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순교했다. 현재 성인의 유해는 듀랑고대성당에 안치돼 있다. 

펠리페 시스카르 푸이그 신부 Fr. Felipe Císcar Puig 
펠리페 시스카르 푸이그 신부는 스페인 내전 당시 종교박해 기간 중 고해의 비밀을 지키다 순교했다. 발렌시아 대교구의 

기록에 의하면 푸이그 신부는 1936 년 8 월 안드레스 이바르스라는 프란치스코회 수사의 고해를 들 었다. 이바르스 

수사도 총살형을 앞두고 있었다. 고해성사가 끝난 후 민병대원들은 고해 내용을 캐물으며 공개 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푸이그 신부는 "고해내용을 드러낼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차라리 죽 음을 택하겠다"고 결연히 말했다. 

푸이그 신부와 이바르스 수사는 1936 년 9 월 8 일 함께 총살형에 처해졌다. 푸이그 신부와 이바르스 수사는 리카르도 

에스테베와 동료 43 위 순교자에 포함돼 시성 절차를 밝고 있다. 

페르난도 올메이도 레구에라 신부 Fr. Fernando Olmedo Reguera 
페르난도 올메이도 레구에라 신부도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다. 1873 년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에서 태어난 신 부는 

카푸친의 작은형제회 소속 사제였다. 1936 년 극심한 박해로 수도원에서 피신한 레구에라 신부는 곧 체 포돼 심한 매질을 

당했다. 그는 그동안 들은 고해성사 내용을 말하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증 언에 의하면 그는 마드리드 

교외에서 인민전선 측에 의해 총살됐다. 유해는 마드리드의 메디나첼리 성당에 안 치됐다. 그는 2013 년 10 월 13 일 

시복됐다. 

 
Denver, Colo., Aug 22, 2017 / 06:01 am (CNA/EWTN News).- In recent years, some Catholics have been 

concerned by pushes from governments in locations such as Louisiana and Australia who challenge the secrecy 

of the sacrament of confession, asking that priests betray the solemnity of penitents’ confessions when they 

hear of serious crimes in the confessional. However, Catholics should not be afraid, because keeping the 

secrecy of the sacrament of conf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mises priests make. 

 The code of canon law states that “the sacramental seal is inviolable; therefore it is absolutely forbidden for a 

confessor to betray in any way a penitent in words or in any manner and for any reason.” Priests who violate 

this seal of confession are automatically excommunicateed. Priests take this solemnity of the seal of confession 

very seriously; these four priests who died protecting it are witnesses to the extreme lengths to which priests 

are willing to go to protect the seal of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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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John Nepomucene 

Born in Bohemia, or what is now the Czech Republic, between 1340 and 1350, St. John Nepomucene was an 

example of the protection of sacramental secrecy, being the first martyr who preferred to die rather than reveal 

the secret of confession. 

 When he was Vicar General of the Archdiocese of Prague, the now- saint servedas confessor of Sofia of 

Bavaria, the wife of King Wenceslaus. The king, who had infamous outbursts of anger and jealousy, ordered the 

priest to reveal the sins of his wife. The saint's refusal infuriated Wenceslaus, who threatened to kill the priest 

if he did not tell him his wife’s secrets. King Wenceslaus and John Nepomucene came into conflict again when 

the monarch wanted to seize a convent in order to take its wealth and give it to a relative. The saint prohibit -

ed its seizure because those goods belonged to the Church. Filled with rage, the king ordered the torture of the 

saint, whose body was then thrown to the Vltava River in 1393. 

St. Mateo Correa Magallanes 

Saint Mateo Correa Magallanes was another martyr of the seal of confession. He was shot in Mexico during the 

Cristero War for refusing to reveal the confessions of prisoners rebelling against the Mexican government. He 

was born in Tepechitlán in the state of Zacateca on July 22, 1866 and was ordained a priest in 1893. Fr. Matteo 

served as chaplain in various towns and parishes and was a member of the Knights of Columbus. 

In 1927, the priest was arrested by Mexican army forces under General Eulogio Ortiz. A few days later, the 

general sent Father Correa to hear the confessions group of people who were to be shot. After Fr. Mateo 

finished administering the sacrament, the general then demanded that the priest reveal what he had heard. Fr. 

Mateo responded with a resounding “no” and was executed. Currently, his remains are venerated in the 

Cathedral of Durango. He was beatified Nov. 22, 1992 and canonized by St. John Paul II May 21, 2000. 

Fr. Felipe Císcar Puig 

Fr. Felipe Císcar Puig was a Valencian priest who is also also considered a martyr of the sacramental seal 

because he was martyred after keeping confessions secret during the religious persecution of the Spanish Civil 

War.During the war, revolutionary and republican forces engaged in violent battles for power, and many 

Catholics were targeted. This was especially true of the coastal province of Valencia, on the Mediterranean 

sea. 

 The Archdiocese of Valencia indicated that, according to the documents collected, Father Císcar was taken to 

a prison near the end of August 1936. There, a Franciscan friar named Andrés Ivars asked that Fr. Císcar hear 

his confession before the friar was executed be firing squad. "After the confession, they tried to extract its 

contents and before his refusal to reveal it, the militiamen threatened to kill him,” says an archdiocesan 

statement by a witness to the event.  The priest then replied, “Do what you want but I will not reveal the 

confession, I would die before that.” "Seeing him so sure, they took him to a sham court where he was ordered 

to reveal the secrets.” Fr. Císar remained committed to his position, stating that he preferred to die, and the 

militiamen condemned him to death. Fathers Felipe Císcar and Andrés Ivars were taken by car to another 

location where they were shot on September 8, 1936. They were 71 and 51 years old, respectively. Both Felipe 

Císcar and Andrés Ivars are part of the canonization cause of Ricardo Pelufo Esteve and 43 companions. 

Fr. Fernando Olmedo Reguera 

Fr. Fernando Olmedo Reguera was also a victim of the Spanish Civil War who opted to die rather than break the 

secrecy of confession. Born in Santiago de Compostela Jan. 10, 1873 and ordained a priest in the Capuchin 

Order of Friars Minor on July 31, 1904, Fr. Olmedo was killed Aug. 12, 1936. He served the order as its 

provincial secretary until 1936, when he had to leave his convent due to the severe religious persecution in the 

area. Fr. Olmedo was then arrested, and beaten in prison. He then was pressured into revealing the confessions 

of others, but Fr. Olmedo did not give in. According to reports, he was shot at a 19th century fortress outside of 

Madrid by a populist tribunal. His remains are entombed in the crypt of the Church of Jesus of Medinaceli in 

Madrid, and he was beatified in Tarragona Oct. 13, 2013. 

                                              

                                                                        여러분의 본당신부 김태근 베드로 

 

 

 

                                                                                                          



 

 

∎ 매주 주일미사 시작전 청소년 아이들이 영문독서와 복음을 읽기로 하였 

으니 미사 시작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냉담교우들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 묵주기도를 드립니 

다. 매주 성당입구에 있는 묵주기도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야외친교 
 주일미사후 야외친교 신청 받습니다. 야외친교 신청 희망자는 각 구역장님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친교봉사 해주신 3구역에 감사드립니다. 

∎ 교적Update 관련 개인 및 구역 및 가족사진 촬영 

 9월 17일(일)부터-11월 26일(일)까지 매주 주일미사후 공터에서 구역별 

로 사진촬영 합니다. 순번은 2구역(9월24일), 3구역(10월1일), 4구역 (10월 

8일), 5구역(10월15일), 6구역(10월22일), 7구역 (10월29일), 8구역 (11월 

5일)입니다. 사진촬영 봉사해주시는 엄종인 요한, 윤여강 디모테오,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9월 순교자 성월 평일미사 
•일시:  9월 매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St. Paul’s 성당 

∎ 2구역 소공동체 모임 

•일시: 9월 24일 (일) 주일 미사후 

•장소: 김건영 야고보•김일월 말가리타 가정 ☎ (732) 562-1821 

        12 Aidone Dr., New Castle, DE 19720 

∎ Delaware Korean Festival 
•일시: 9월 30일 (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Delaware Art Museum 

자세한 사항 및 봉사하기를 원하는 Youth (만 12세 이상~)는 유진희 글라 

라 자매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8-1213 입니다.  

∎ 10월 사목회의  

•일시: 9월 30일 (토) 오후 6시                                   

•장소: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 김혜영 에스터 가정 ☎ (215) 313-8854 

         4628 Weldin Rd., Wilmington, DE 19803 

∎ 한가위 합동 연미사  
•일시: 10월 1일 (일) 주일미사후         •장소: St. Paul’s 성당 

차례예식과 짧은 연도가 있고, 연미사 봉헌 봉투는 제대앞에 준비된 바구 

니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미사 봉헌신청은 해당 각 구역장님께 신 

청하시길 바랍니다. 

∎ 한가위 전체친교 

 10월 1일(일) 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에서 전체친교가 있습니다.   

 주소: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10월1일 박상진 베드로 가정, 강주현 가브리엘라 

10월22일 강일호 스테파노 가정, 임정애 루피나 가정 

11월12일 송정섭 대건안드레아 가정, 최혜정 글라라 

11월26일 김일월 말가리타, 윤영실 에밀리아나 

∎ 10월 묵주기도 성월 성시간 및 평일미사  
 10월 4일 (수) 묵주기도 성월 첫째주 성시간과 미사가 있으며 더불어 

동물과 생태계의 수호자인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기념하며 오후7시에 

는 St. Paul’s 성당앞에서 동물축복식이 있으니 반려 동물이 있는 가정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베드로회 모임 
•일시: 10월 7일 (토) 오후 6시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야외미사 및 운동회 

•일시: 10월 15일 (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Lums Pond State Park Pavilion #3 

       3355 Red Lion Rd., Bear, DE 19701  

행사일정 : 오전 10시 집합, 오전 10시 30분  ~11시 30분 미사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식사 

             오후 1시 ~ 3시 30분 운동회 (베드로회 주최) 

             오후 3시 30분 ~ 4시 시상 및 마침 예식 

 연미사 김광웅 베드로, 김사영 미카엘, 이정순 마리아 

 생미사 강순례 비비안나, 강지유 미카엘라, 김나영 줄리아나,  

염영자 글라라, 이명자 베로니카 

                      이달에 영명축일  맞으신 형제 •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9월4일- 박정하 카타리나, 이희자 카타리나, 최선 카타리나       9월7일- 윤성숙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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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1일- 김혜민 마태오, 조용진 마태오                               9월23일-송창훈 비오 

9월29일- 강지유 미카엘라, 강주현 가브리엘라, 김민주 미카엘라, 김신희 미카엘라, 김수지 미카엘 

라, 김주현 라파엘, 김형준 미카엘, 나양희 라파엘, 송민우 가브리엘, 이종권 라파엘, 한기석 라파엘, 

한광석 미카엘                                                              9월30일- 민현우 예로니모 

⁕⁕⁕ ⁕⁕⁕ 
$ 384.00 

박용철 (9월) 

: 590단 (총 5,774단)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 김승희 아녜스 ☎ (801) 928-3670, 박연실 안젤라 ☎ (302) 588-8254로 금요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