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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정 보고 미사, 성무 안내

   사랑하는 윌밍턴 한인 성당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본당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올 한해에는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의 열매
를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잘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기 위해
서는, 우선 지난 한 해의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면을 
빌어서 본당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당의 재정은 ‘정상수입’(Ordinary Income -주일헌금과 교무금)과 ‘특
별수입’(감사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정상수입’은 
현재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과 유지를 위해 쓰이며, ‘특별수입’은 미래를 
위한 보존비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당의 경우 ‘정상수입’으로는 본당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에 특별수입으로 보충해왔으며, 이마저도 부족해서 
최근 3년 동안은 은행계좌로부터 빼내어 상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3
년간의 재정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총지출         77,791        86,871        106,098
   총수입         84,410        77,547        100,215

   차이              6,619        -9,297          -5,883

 * 은행잔고      61,597        52,721          51,097  (추정액 12/31/2019)

작년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사제관과 교육관 보일러 교채에 따른 ‘수리 및 
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2018년 대비 +21,908) 그리고 본당의 총 
지출을 정상수입으로만 감당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별지 참조)

- 주일미사: 오전 11:00 @ St.Paul's
 209 Washington St., 
 Delaware City, DE 19706

- 평일미사: 4, 5, 6, 9, 10, 11월 
      수요일 오후 7:30   @ St. Paul’s 
      목요일 오전 11:00 @ 교육관

- 성시간 : 첫째주 수.목 미사와 함께
                                
- 레지오 마리애 :    
   순교자들의 모후: 화요일 오후7:00
   천주의 모친     : 금요일 오후8:00

-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 
   평일 목요일 미사와 함께

- Youth Group:  
   주일 오전 10:20 @ St. Paul’s 2층

- 유아세례, 혼인면담, 봉성체 및
   차량, 집 축성 : 신청시

예비신자 입교식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1990)

을 통해서 선교는 오늘의 
개인과 인류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첫째가는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에 주위의 많은 분들을 

초대해주십시오.

입교 환영식
2월 9일(주일) 11시 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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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단체 모임
✝ 가족 전례 및 다과 친교

강일호 스테파노 가정 봉헌하십니다. 미사 시작 전, 
오늘의 봉헌 가정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칩니다. 
미사 후 강일호 스테파노 가정에서 준비하신 친교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친교준비와 마무리 
담당은  4구역입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을 납부해 주신 본당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무금을 미납하신 교우 
분께서는 본당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서둘러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20년 
교무금 책정 및 납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을 맞아 우리 공동체에서는  
2월 2일 주일미사중에 각가정에서 1년동안 쓰일초를 
축성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4구역:1월 25일 토요일 6시,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가정, 4628 Weldin Rd, Wilmington DE 19803

✝ St. Paul’s 성당 청소당번
1월 19일: 5구역, 2월9일-6구역

1/21(화) 19:00 순교자들의 모후 교육관
1/24(금) 20:00 천주의 모후 교육관
1/26(일) 10:20 Youth Group St. Paul’s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이명자 베로니카, 이진준, 한희태, 김순남,  
            최금복, 김우래. 유재희, 서원필, 박봉애
생미사: 김치영 라우렌시오•김신희 미카엘라 가정,  
           조원준 리차드, 조슬기 클레어, 이루시아,  
           김승희 아네스, 전광식 바오로•노은영 로사• 
           전지윤 세라•전원우 루가 가정

미사지향신청: 
수요일까지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302 893 4569), 
이삼경 크리스티나(302 893 8002)

✝우리들의 정성(1/12, 79명)
주일헌금: $404 2차헌금: $198
교무금: 김택수 1-4월, 나희성 1월, 라양희 12월  
            (2019)-1월,이행복 1월, 박용철 1-2월,  
            엄종인 1-12월(2019), 이상헌 1월, 이수용  
            12월(2019)

 ✝ 화답송 ◎ (후렴)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미사 · 전례 봉사
날짜 전례행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1/19 연중 제 2주일 강지유 김승희 강선유 윤우식, 한 수 홍승표, 이정인 강일호 (4구역)

1/26 연중 제 3주일 김진숙 강영길 권향자 홍성호, 엄재원 김승희, 강선유 강영길 (4구역)

2/2 연중 제 4주일 

(주님봉헌축일) 
윤성숙 권금자 이행복 김태현, 민 서 강영길, 권향자 권금자 (6구역)

2/9 연중5주일 김승희 권민숙 권의진 강지유, 송유준 권금자, 이행복 권의진 (6구역)

2/16 연중6주일 박 건 김혜숙 김영란 김혜원, 송민우 권의진, 권민숙 김광수 (1구역)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5 510, 511 156, 175 4

✝ 2차헌금은 교육관 보일러 공사 및 시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