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38년 중요일지  

 

1974년  

6월 9일(일) : 첫 한인 천주교회 미사  

장소 :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Newman Hall(150여명 신자 참석)  

초대 주임신부 : 이승훈(베드로) 신부님.  

평신도 임원 임명 초대 교우협회 회장 : 김순경(알렉시오)  

8월 : 서울대교구 부주교 최광연(모세) 신부님 방문  

8월 11일(일) : 첫 유아세례식  

11월 16일(토) : 김수환 추기경님 방문, 미사집전  

12월 25일(수) : M.B.S Church로 이전 

(5628 Chester Ave Philadelphia, PA 19143)  

12월 22일(일) : 세례식  

 

1975년  

3월 30일(일) : 부활미사와 이승훈(베드로) 신부님 송별식  

5월 11일(일) : 소수민족 행사 참석(140여명)  

5월 18일(일) : 비영리단체 정식인가  

6월 15일(일) : 제 2대 주임신부 : 안상인(요셉) 신부님 부임  

 

1976년  

2월 15일(일) : 신자 정기총회, 임원개선 및 회칙개정.  



제 2대 교우협회 회장 : 이규환(방지거)  

6월 (일) : 소수민족 행사 참석  

 

1977년  

2월 27일(일) : 정기총회 및 임원개선.  

제 3대 교우협회 회장 : 이규환(방지거)  

6월 5일(일) : 김수환 추기경님 내방, 견진성사 집전  

 

1978년  

2월 12일(일) : 총회 및 임원개선.  

제 4대 교우협의회 회장 : 김주진(제임스)  

2월 23일(목) : 제 3대 주임신부 : 박용일(다테오) 신부님 부임  

지학순(다니엘) 주교님 내방  

5월 7일(일) : Holy Angels Church로 이전. 

(7000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  

7월 22일(토) :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결성(위원장 : 김주진 제임스)  

 

 

1979년  

5월 22일(화) : 총회 및 임원개선.  

제 5대 교우협의회 회장 : 신태민(토마스)  

7월 22일(일) : 경갑룡 주교님 내방. 견진성사 집전 

10월 3일(수) : 요한 바오로 교황성하 필라델피아 방문. 미사. 

 

1980년  



2월 27일(수) : 르물러 보좌주교님 견진성사 집전  

5월 11일(일) : 총회 및 임원개선.  

제 6대 교우협의회 회장 : 이상순(데이빗)  

9월 21일(일) : 아퀴나스 청년회 발족  

11월 4일(화) : 김수환 추기경님 내방.  

 

1981년  

1월 4일(일) : 노인회 창설  

2월 8일(일) : 수녀원 임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4월 5일(일) : 크롤 추기경님 내방. 미사집전  

4월 26일(일) : 나눔의 집 회관구입 결정.  

5월 10일(일) : 헤리스버그 공소 창립미사.(75명 참석)  

St. Theresa Church(1300 Bridge St. New Cumberland  PA 17070) 

5월 24일(일) : 신자총회, 임원개선  

제 7대 교우협의회 회장 : 김용국(어거스틴)  

6월 21일(일) : 김수환 추기경님 내방. 미사집전  

9월 1일(화) : 회관 기공을 위한 모금시작  

 

1982년  

2월 20일(토) : 남자 노인회 발족  

3월 25일(목) : 이 필립수녀님, 이 잔다크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소속)  

5월 8일(토) : 김수환 추기경님 내방. 미사집전  

5월 23일(일) : 회장단 및 임원선출  

제8대 교우협의회 회장 : 김 무  



 

1983년  

4월 2일(토) : 제 4대 주임신부 : 황인국(마테오) 신부님 부임  

5월 1일(일) : 신자총회  

6월 19일(일)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유해 친구예절  

11월 20일(일) : 크롤 추기경님 내방, 미사 및 견진성사 집전  

12월 4일(일) : 사목회 최초 신자총회 및 사목회장 선출  

제 9대 사목협의회 회장 : 김용국(어거스틴)  

12월 22일(목) : 본당 창설 10년 기념 출판위원회 결성  

 

 

1984년(본당 창설 제10주년) 

1월 15일(일) : 본명 부르기 운동시작  

1월 26일(목) : 10주년 출판기년 위원 모임.  

2월 10일(금) : 제 1차 M.E. 모임(6부부)  

2월 14일(화) : 레지오마리애  창단식(평화의 모후, 사도의 모후)  

4월 22일(일) : 제 1차 성가 경연대회(335명 참가)  

5월 6일(일) :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본당 교우 다수 참석)  

7월 26일(목) : 본당 주최 제1차 남성 꾸르실료  

9월 15일(토) :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과 본당 창설 10주년 기념 음악회  

(백건우씨 초청 장소 : 복지회관)  

9월 29일(토) : 본당 창설 10주년 및 한국 선교 200주년  

범 교포를 위한 신앙 강연회. 강사 : 정하권 신부  

12월 9일(일) : 본당 창설 제10주년 기념 경축미사. 



(김수환 추기경님과 크롤 추기경님 공동집전)  

장소 : St. Helena Church (1,300명 참석)  

 

1985년  

4월 7일(일) : 제2회 성가 경연대회(구역대항)  

4월 21일(일) : 하 로사리아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6월 2일(일) : 새 성가집 사용시작  

6월 9일(일) : 사목협의회 임원임명  

제 10대 사목협의회 회장 김용국(어거스틴)  

6월 30일(일) : 소수민족대회 참석  

8월 4일(일) : 이 데오파노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소비녀회)  

11월 3일(일) : 견진성사 : 로물러 주교님  

 

1986년  

1월 7일(화) : 레지오마리애 창단 100주회(평화의 모후, 사도의 모후)  

4월 21일(월) : 서울 대교구 보좌주교 : 강우일 주교님 본당 방문  

5월 23일(금) : 필라델피아 대교구장 크롤추기경 한인공동체를  

준 본당으로 승격과 동시 황인국 마태오신부님을 Vicar로 임명.  

1987년  

3월 15일(일) : 대건회 창립총회  

4월 23일(목) : 본당 주최 제2차 남성 꾸르실료  

5월 28일(목) : 예수 승천 대축일(김옥균 주교님 집전)  

6월 7일(일) : 사목협의회 임원 임명.  

제 11대 사목협의회 회장 : 김정용(레안데르)  



7월 5일(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성모 성년을 위한 묵주의 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시작  

9월 16일(수)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본당방문.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김수환 추기경님 집전)  

11월 29일(일) : 견진성사(Luis A. DeSimone 주교님 집전)  

 

1988년  

2월 28일(일) : 성경 경시대회(루카복음)  

4월 17일(일) : 제 5대 주임신부 :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님 부임.  

4월 19일(화) : 서울 대교구장 김 수환 추기경님 본당 방문. 미사집전  

8월 15일(월) : 성모성년 묵주의 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 마감(목표 초과) 

 

1989년  

6월 18일(일) : 사목협의회 임원 임명.  

제 12대 사목협의회 회장 : 정학량(요한 세바스챤)  

7월 9일(일) : 김 안드레아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9월 16일(토) : 한글학교 개학  

9월 24일(일) : 본당 창설 제 15주년 기념미사.  

장 소 : St. Peter and Paul Cathedral 

안토니 베빌라꽈 필라델피아 교구장님 집전  

10월 2일(월) : 제 44차 세계 성체대회 본당교우 41명 참가  

11월 1일(수) : 본당 창설 제 15주년 은혜의 밤  

11월 26일(일) : 김 엔젤수녀님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1990년  

5월 8일(화) : 원종철(루가)  학생신부님 본당도착  

8월 12일(일) : 아퀴나스 10주년 기념미사 및 사진전  

9월 27일(수) : 본당 주최 여성 2차 꾸르실료  

10월 31일(수) : 김수환 추기경님, 베빌라콰 대주교님 미사 집전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1991년  

1월 6일(일) : 사목회 시무식. Holy Angels Church Thomas Flanigan 신부님 송별미사. 

2월 24일(일) : 성전개축 추진위원회 회의  

4월 6일(토) : Delaware 공소 설립 경축미사  

장소 : Immaculata Heart of Mary Church  

6월 30일(일) : 제 13대 사목협의회 회장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변영호(바오로)  

 

 

 

1992년  

2월 9일(일) : 김 임마꿀라따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소비녀회)  

7월 4일(토) : 본당 주최 동부지역 제10차 울뜨레야  

 

 

1993년  

2월 13일(토) : 필라델피아 대교구장 안토니 베빌라콰 추기경님 본당방문. 미사집전  

2월 23일(화) : 제 6대 주임신부 : 조학문 바오로 신부님 부임  



4월 18일(수) : 진 안젤라 수녀님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6월 13일(일) : 새 교적용지 배부(새교적 작성시작)  

7월 4일(일) : 사목협의회 사목위원 임명  

제 14대 사목협의회 회장 : 이봉운(스테파노)  

12월 22일(수) : 김옥균 바오로 주교님 미사집전, 영세식.  

 

1994년(본당 창설 제20주년)  

4월 12일(화) : 일반 신자들을 위한 Computer 교육실시.  

4월 24일(일) : 레지오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5월 31일(금) : 20주년 기념 성지순례.  

6월 5일(일) : 전 여성 미사보 착용 운동시작  

6월 15일(수) : 본당 창립 제20주년일 축하미사. 도서관 개관(20주년 기념사업)  

7월 17일(일) : 본당 창립 제20주년 기념 묵주의 기도 31만 달성  

7월 24일(일) : 본당 창립 제20주년 경축미사(김 수환 추기경님 집전). 견진성사  

 

1995년  

2월 7일(일) : 북한신자 6명 본당방문 10시 미사 참석  

2월 26일(일) : 성당 남서지역 공소 추진위원 임명(추진위원장 : 유인태 로벨또)  

3월 12일(일) : 진 안젤라 수녀님, 김 임마꿀라따 수녀님 송별미사.  

3월 19일(일) : 최 살레시아 수녀님 본당 부임  

5월 1일(월) : 신 일미나 수녀님 본당 부임  

6월 18일(일) : 사목협의회 임원 및 사목위원 임명  

제 15대 사목협의회 회장 : 강남운(알퐁소)  

7월 2일(일) : 김동춘(요한) 보좌신부님 본당 부임.  



10월 1일(일) : 뉴타운 공소 창립미사.  

11월 9일(목) : 안나의 집 개원  

 

1996년  

5월 12일(일) : 뉴타운 공소 (정의덕 바오로 신부님 부임)  

5월 19일(일) : 원종철(루가) 학생 신부님 송별미사.  

7월 21일(일) : 견진성사(67명) : 최창무 주교님 집전  

12월 1일(일) : 새 미사통상문 사용  

 

 

 

 

 

 

 

1997년  

1월 5일(일) : 조학문(바오로) 본당신부님, 김동춘(요한) 보좌신부님 환송  

1월 12일(일) : 제 7대 주임신부 : 임상만(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부임.  

4월 6일(일) : 제 16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안홍석(요한)  

5월 10일(토) : 유 인창(안사노) 학생 신부님 본당 도착  

9월 22일(월) : 임 상만(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귀국  

12월 21일(일) : 김 헨리수녀님 본당 부임(서울 성가 소비녀회)  

 

1998년  

1월 4일(일) : 제 8대 주임신부 : 김승구(마르띠노) 신부님 부임.  



6월 28일(일) : 제 17대 사목협의회 사목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최천웅(안토니오)  

12월 27일(일) : 신 일미나 수녀님 환송미사. 

김 마리나 수녀님 환영미사(본당부임)  

 

1999년  

6월 20일(일) : 본당 창립 제 25주년 기념 미사 및 견진성사(118명)  

강우일 주교님 및 본당신부님.전임신부님 참석  

 

2000년 (대희년)  

2월 6일(일) : 제 18대 사목협의회 사목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이규선(토마스 아퀴나스)  

4월 30일(일) : 25주년 맞이 묵주기도 백만단 봉헌하기 백만단 달성  

9월 4일(월) : 최익준 안토니오 찰스 보로메오 신학교 입학  

본당출신 첫 신학생  

 

2001년 

6월 24일(일) : 제 19대 사목협의회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한진수(그레고리오)  

8월 14일(화) : 이정민 그레고리오, 홀리페밀리 수도회 입회.  

Washington Theological Union 입학  

8월 27일(월) : 이재화 요한 찰스보로메오 신학교 입학  

9월 4일(화) :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니꼴라오) 대주교님 본당 방문  

9월 30일(일) : 김승구(마르띠노) 신부님 환송미사.  



10월 5일(금) : 제 9대 이성국(바오로) 신부님 부임  

12월 2일(일) : 제 20대 사목협의회 임명  

사목협의 회장 : 김형주(토마스)  

 

 

 

 

2002년 

4월 14일(일) : 김헨리 수녀님, 김마리나 수녀님 송별미사 

김멜라니아 수녀님, 김세르반 수녀님 환영미사.  

12월 29일(일) : 유인창(안사노) 신부님 환송미사.  

 

2003년 

1월 12일(일) : 제 21대 사목협의회 임원 및 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이규선(토마스아퀴나스)  

12월 10일(일) : 김철현(도미니코 사비오) 보좌신부님 부임  

 

2004년(본당 창립 제30주년)  

1월 4일(일) : 구역 재편성 

1월 11일(일) : 묘지구입(공동묘역) 

1월 18일(일) : 제 22대 사목협의회 임원 및 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장현기(토마스)  

6월 13일(일) : 본당 창립 제 30주년 기념 경축미사. (김수환 추기경님 집전)  

6월 14일(월) - 17일 : 북미주 서울대교구 사제회의(본당주최) 

9월 5일(일) : 재정위원회 업무 시작(본당 재정업무 사무실에서 - 재정위원회로 이관) 



11월 1일(월) : 성 김대건 안드레아 동상 설치(Old York Road 방향)  

11월 4일(목) : 이재화(요한) 신학생 - 독서직. 

2005년 

1월 9일(일) : 청개구리 레지오마리애 쁘레시디움 창설 

3월 27일(일) : 부활 대축일. 김멜라니아 수녀님, 김세르반 수녀님 환송미사 

4월 3일(일) : 박 블랑슈  수녀님, 문토마스모어 수녀님 환영미사 

5월 14일(토) : 최익준(안토니오) 학사 부제 수품식 -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2006년 

1월 22일(일) : 제 23대 사목협의회 임원 및 위원 임명 

사목협의회 회장 : 나선호(펠리치아노) 

2월 5일(일) : 새로운 가톨릭 공용 성경 판매 시작 

5월 14일(토) : 이재화(요한) 신학생 부제 수품식 -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5월 20일(토) : 최익준(안토니오) 부제 사제수품 - 저스틴 리갈리 추기경님 집전 

St. Peter & Paul 주교좌 성당 

7월 1일(토) :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 승격  

Holy Angels Parish Korean Parish  

9월 24일(일) : 견진성사(필라 대교구장 저스틴 리갈리 추기경님 집전) 

 

 

 

 

 

 

2007년  

2월 18일(일) : 이성국(바오로) 신부님 환송미사.  



박불랑슈 수녀님, 문 토마스모어 수녀님(성가소비녀회 소속) 환송미사.  

성가소비녀회 철수 (25년간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봉사) 

2월 25일(일) : 제 10대 주임신부 : 박성우(요한) 신부님 부임  

5월 19일(토) : 이재화(요한) 부제 사제수품 - 저스틴 리갈리 추기경님 집전 

St. Peter & Paul 주교좌 성당 

7월 22일(일) : 베드로회 발기대회  

8월 5일(일) : 김철현(도미니코 사비오) 보좌신부님 송별미사. 

8월 20일(월) : 이정민(그레고리오) 신학생 St. Mary 신학교 입학 

9월 26일(수) :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 본당 방문 및 미사  

12월 23일(일) : 한준석(아벨) 보좌신부님 부임. 환영미사 

 

2008년 

1월 6일(일) : 쉬는 교우 모셔오기 활동 시작  

2월 10일(일) : 사무실 나눔의 집으로 이전  

6월 9일(월) - 6월 12일(목) 2008년 북미주 서울대교구 사제회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목 및 유학중이신 서울대교구 신부님 26분  

김운회(루카) 주교님 참석  

6월 10일(화) : 사제단 합동미사(김운회 주교님, 필라델리피아, 성 이광헌, 델라웨어, 

아틀란틱 시티 본당) 

6월 29일(일) : 제 24대 사목협의회 임원 및 위원 임명  

사목회장 : 강호신(마티아)  

10월 5일(일) : 주일 청년미사 신설 (매주일 오후 6시)  

11월 16일(일) : 견진성사 - 필라델피아 대교장 저스틴 리갈 추기경님 집전  

 



2009년 

1월 4일(일) : 2009년 1년 동안 전교우 영명축일 축하.  

본당신부님 신부님 사업체 방문(1년간)  

2월 25일(수) : 사순절 동안 본당 전교우가 함께 하는 가정기도 실시  

3월 1일(일) : “믿음의 유산 - 희망의 미래” 캠페인(필라델피아 대교구) 시작  

6월 13일(토) : 한국학교 개교 20주년 “텔미 심청” 공연  

6월 21일(일) : 제 1회 필라델피아 교구장 저스틴 리갈리 추기경님배 골프대회  

(필라델피아 대교구 은퇴사제 기금을 위한) 

10월 12일(월) - 10월 23일 : 본당신부님과 함께하는 유럽 5개국 성지순례  

12월 5일(토) : 이정민(그레고리오) 신학생 부제 서품(윌밍턴 교구)  

 

 

 

 

 

2010년 

1월 18일(월) : 한준석(아벨) 보좌신부 이임 

2월 21일(일) : 장수사진 촬영(베드로회, 안나회 대상).  

3월 09일(화) : 박성우 요한 본당신부님 평화방송 신문 미주 지사장 겸임 

부임미사  

5월 08일(토) : 이정민(그레고리오) 부제님 사제서픔(윌밍톤 주교좌 성당) 

6월 13일(일) : 북방선교 후원 - 권선호 헨리코 신부님 본당 방문  

6월 20일(일) : 제 25대 사목협의회 사목회장 및 사목위원 임명 

사목회장 : 김홍길(요한)  

11월 9일(화)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야 초청 연주회  



 

2011년 

1월  2일(일) : 헌금위원 봉사 - 각 구역에서 봉사하기로 함 

2월  6일(일) : St. Charles Borromeo 신학생 14명 본당 방문  

10월 26일(수) : 박창엽(파비아노) 보좌신부님 부임  

12월  4일(일) : 견진성사 - Robert P. Maginnis 주교님 집전  

2012년 

2월  5일(일) : St. Charles Borromeo 신학생 7명 본당 방문  

2월 12일(일) : 박성우(요한) 신부님 송별미사.  

3월 28일(수) : 이효언(펠릭스) 주임신부님 도착  

4월  1일(일) : 제 11대 주임신부 : 이효언(펠릭스) 신부님 부임  

4월 15일(일) : 세례식  

7월  1일(주일) : 제 26대 사목협의회 사목회장 및 사목위원 임명 

 사목회장: 차주삼(버나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