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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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임 박상진           윤성숙            조아라  

           조아라             노은영           박용철            강선유 

           이미애                        신   균            김태현 

      박기승,조원준             이맹자,임성윤         한 수, 홍성호 

   이창민,한 수, 강지유                  김혜원,홍성호,김혜민 김혜원,김주현,김민주 

                   송유준,송민우         한 빈, 송민우 

      사목회 회장단 레지오 마리애           사목회             3 구역  
  

 

[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에제 33, 7-9 

[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  

     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 ]  로마 13, 8-10 

⁕⁕⁕⁕   ⁕⁕⁕⁕ 

 [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 ] 마태 18,15-20 

[ ]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 

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46번   사랑의 송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174번    사랑의 신비 

  283번   순교자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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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 전 과오 고백한 사제,  

참회의 눈물 미국 알링턴교구 윌리엄 엣치슨 신부 젊은 시절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가담 

 젊은 시절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비밀결사조직 KKK 에 가담했던 한 신부가 과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직무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알링턴교구의 윌리엄 엣치슨(62, 사 

진) 신부다. 그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 교회신문에 ‘반 

성문’을 기고했다. 그는 ‘주님의 은총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버지니아주 샬 

러츠빌에서 최근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들의 유혈 시위가 “잊고 싶은 내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털어놨다. 

 “그 증오 조직에 가담했을 때 저는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였습니다. 저의 행동은 비열했습니다. 흰 복 

면을 쓴 채 십자가를 불태우고, 협박 편지를 보내곤 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듭니다.” 

 40 여 년 전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빌었다.  

“인종주의와 편협함에 피해를 본 이들에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메릴랜드주 KKK 단에서 한 조직을 이끌었다. 경찰이 그의 집에서 화약과 

총기류, 폭탄 부품 등을 찾아냈다. 그는 실형 60 일과 집행유예 4 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반(反) 가톨 

릭 조직을 떠나 다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간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었다 

면 그런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런 이데올로기에서는 충만함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고, 분노는 

대체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끝없는 평화와 자비를 찾길 호소합니다.” 

 그는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고문이 공개되자 그의 참회와 용기를 격려하는 전화가 신문사에 빗발치고 있다. 알링턴교구의 

마이클 버빗지 주교는 성명을 통해 “그의 과거는 슬프고 곤혹스럽다”며 “하지만 그동안 그와 관련된 

인종차별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의 메시지가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의 

회개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엣치슨 신부는 당분간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oving from hate to love with God’s grace 

By Fr. William Aitcheson  

8/21/17 

 

In the course of one’s life, there are seminal moments that humble us and, in some cases, 

even bring sham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I have been blessed with the opportunity to 

serve as a Catholic priest. Originally ordained for the Diocese of Reno-Las Vegas, I 

transferred to my home area here in the Diocese of Arlington. 

What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me is that as an impressionable young man, I was a 

member of the Ku Klux Klan. It’s public information but it rarely comes up. My actions were 

despicable. When I think back on burning crosses, a threatening letter, and so on, I feel as 

though I am speaking of somebody else. It’s hard to believe that wa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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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young adult I was Catholic, but in no way practicing my faith. The irony that I left an 

anti-Catholic hate group to rejoin the Catholic Church is not lost on me. It is a reminder of 

the radical transformation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in his mercy. 

While 40 years have passed, I must say this: I’m sorry. To anyone who has been subjected to 

racism or bigotry, I am sorry. I have no excuse, but I hope you will forgive me. 

The images from Charlottesville brought back memories of a bleak period in my life that I 

would have preferred to forget. The reality is, we cannot forget, we should not forget. Our 

actions have consequences and while I firmly believe God forgave me — as he forgives 

anyone who repents and asks for forgiveness — forgetting what I did would be a mistake. 

Those mistakes have emboldened me in my journey to follow the God who yearns to give us 

his grace and redemption. 

  

The images from Charlottesville are embarrassing. They embarrass us as a country, but for 

those who have repented from a damaging and destructive past, the images should bring us 

to our knees in prayer. Racists have polluted minds, twisted by an ideology that reinforces 

the false belief that they are superior to others. 

Christ teaches something different. He teaches us that we are all his creations and 

wonderfully made — no matter our skin color or ethnicity. Realizing this truth is incredibly 

liberating. When I left my former life, I did a lot of soul-searching. God humbled me, because 

I needed to be humbled. But abandoning thoughts of racism and superiority gave me the 

liberation I needed. 

We must condemn, at every opportunity, the hatred and vile beliefs of the KKK and other 

white supremacist organizations. What they believe directly contradicts what we believe as 

Americans and what we, as Catholics, hold dear. 

If there are any white supremacists reading this, I have a message for you: you will find no 

fulfillment in this ideology. Your hate will never be satisfied and your anger will never 

subside. I encourage you to find peace and mercy in the only place where it is authentic and 

unending: Jesus Christ. 

I ask that you pray for the victims of racism and bigotry. Pray that they would never feel like 

anything less than children of God, bestowed with dignity and love. 

Pray also for those who perpetuate racist beliefs and wrongly believe they are superior to 

others. God forgives everyone who truly repents. Nobody is outside of his loving grasp. With 

conversion in Christ, they can find new life in the truth. 

 

Diocesan Note: 

Father William Aitcheson’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telling his story of 

transformation. He voluntarily asked to temporarily step away from public ministry, for the 

well being of the Church and parish community, and the request was approved.  

 

 

                                                                                                          



 

 

∎ 9월17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일입니다. 

∎ 매주 주일미사 시작전 청소년 아이들이 영문독서와 복음을 읽기로 하였 

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냉담교우들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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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주 성당입구에 있는 묵주기도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2차헌금  

 교구청에서 Hurricane Harvey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모금합니다. 

저희 공동체서는 9월 3일과 9월 10일 2주에 걸쳐서 2차헌금이 있겠습니 

다. 저희 윌밍턴 교구차원의 모금활동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미사후 유스그룹 모임에 모든 연령의 아이들과 함께 유스아이 

들 주최로 ‘미사때 갖추어야 할 품행’에 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 

니 많은 아이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일미사후 야외친교 신청 받습니다. 야외친교 신청 희망자는 각 구역장 

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봉사해주신 김정윤 비오 가정과 오늘 봉 

사해주신 사목회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 

∎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과 함께 윌밍턴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 

체 레지오 마리애 순교자들의 모후 Pr. 700차 주회 감사 축하미사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9월 12일 (화) 오후  7시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9월 순교자 성월 평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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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초봉헌  

9월 17일 조정원 레오 • 윤성숙 레지나 가정 

해당가정은 미사시작 20분전에 오셔서 초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적Update 관련 개인 및 가족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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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할 예정입니다. 성당입구에 신청서가 있으니 희망하시는 날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촬영 봉사해주시는 엄종인 요한, 윤여강 디모테오,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공사관련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임 

•일시: 자매님들 모임 - 9월 13일 (수)  오전 10시 

        형제님들 모임 – 9월 16일 (토)  오전 9시 

•장소: 교육관 (커뮤니티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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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라라 자매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8-1213 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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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야외미사 및 운동회 

•일시: 10월 15일 (일) 오전10시 ~ 

•장소: Lums Pond State Park Pav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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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줄리아나, 송소영 안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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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차-$451.49, 2차-179.00 

윤여강(9월), 한기석(8월) 

: 215단 (총 5,03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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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