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6일 (다해) 제1611호연중 제29주일

하상주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오로>, 라파엘로,
1515년,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소장

[제2독서] ………………………… 티모테오 2서 3,14─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복음] ………………………………………… 루카  18,1-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50] 만방에 나아가서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78] 성체 앞에

• 파견성가: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제1독서] ………………………………………… 탈출기  17,8-13

[화답송] ………………………… 시편 121(120),1-2.3-4.5-6.7-8
 (◎ 2 참조)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4, 2)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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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복음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과 통하는 기도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기도의 비법이나, 하느님과 소통하는 신비한 
기술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실망하지 말고 쉼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지닌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능력이지만, 이 희망을 
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인간성을 먼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희망하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인내와 희망의 기도를 온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가꾸는 일부터,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의식을 바꾸는 데 평생을 걸려도 이루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격려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가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차 참고 견디는 것을 바보스러운 
우둔함이라고 여기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남을 
판단하고, 쉽게 분노하며, 우울증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올바른 판결을 
받아 낸 한 과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느끼고 희망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까?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1 Then he told them a parable about the need to pray continually 
and never lose heart.
2 ‘There was a judge in a certain town,’ he said, ‘who had neither 
fear of God nor respect for anyone.
3 In the same town there was also a widow who kept on coming 
to him and saying, “I want justice from you against my enemy!”
4 For a long time he refused, but at last he said to himself, “Even 
though I have neither fear of God nor respect for any human 
person,
5 I must give this widow her just rights since she keeps pestering 
me, or she will come and slap me in the face.”’
6 And the Lord said,  ‘You notice what the unjust judge has to say?
7 Now, will not God see justice done to his elect if they keep 
calling to him day and night even though he still delays to help 
them?
8 I promise you, he will see justice done to them, and done speed-
ily.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any faith on 
earth?’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루카 18,1-8
Luke 18,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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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사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이 주관하는 2016년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행사가 10월 9일 (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 옆 
나눔터에서 있었다.  전날까지 허리케인의 북상으로 날씨 
걱정을 하던 임원들을 안심시키듯 맑은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38개 쁘레시디움의 행동 및 협조 단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바람이 부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시작 기도 및 묵주 
기도에 이어 영적지도 신부인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의 말씀, 점심 식사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권태완 빈첸시오 부단장의 사회로 각 
쁘레시디움 소개  및 장기자랑이 있었다. 성당 
안에서 진행된 홍보의 날 행사에는  청년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봉사하여 눈길을 
끌었다.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레지오 마리애 2016년

해거름의 텅 빈 성당

손 꼭 잡은 젊은 남녀가

조용히 들어와 어깨를 포갠 채 앉아서

제대 위 십자가를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간절해 보였던지

이윽히 내려다보시던 성모님

고개 돌려 아드님께 간청의 눈길을 보내신다

채색유리 성화도 어둠에 묻혀가는 저녁

소리 없이 바쳐지는 기도가 대지에 가득하다

해거름의 텅 빈 성당

손 꼭 잡은 젊은 남녀가

조용히 들어와 어깨를 포갠 채 앉아서

제대 위 십자가를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간절해 보였던지

이윽히 내려다보시던 성모님

고개 돌려 아드님께 간청의 눈길을 보내신다

채색유리 성화도 어둠에 묻혀가는 저녁

소리 없이 바쳐지는 기도가 대지에 가득하다

박 앤 안나박 앤 안나

기도기도

본당 교우의 글



http://www.arlingtondiocese.org/ 

4

Pope Francis Appoints New Bishop of ArlingtonNEWS
Catholic

Bishop Michael F. Burbidge will be the fourth Bishop of Arlington

On Oct 3rd 2016, Pope Francis appointed Bishop 
Michael F. Burbidge, 59, to serve as the fourth 
Bishop of Arlington. Previously, he served as 
Bishop of the Diocese of Raleigh. He succeeds 
Bishop Paul S. Loverde, 76, who has led the 
Arlington Diocese since 1999.
 
Bishop Burbidge will assume leadership of the 
Diocese during a Mass of Installation on Decem-
ber 6, 2016. Until that time, Bishop Loverde will 
serve as Apostolic Administrator.

ishop Burbidge was born June 
16, 1957,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second son of 

Francis and Shirley Burbidge. He attended 
Catholic grade schools and graduated 

from Cardinal O’Hara High 
School, Spring�eld, PA, in 
1975.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he went to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and was ordained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Philadelphia by John Cardinal Krol in 1984. 

Service to Catholic Education and Vocations 
Bishop Burbidge holds a B.A. in Philosophy and an M.A. in 
�eology from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an M.A. in 
Education Administration from Villanova University, and a 
doctorate in Education from Immaculata College. 

�en-Father Michael Burbidge’s �rst priestly assignment was 
as Parochial Vicar of St. Bernard Church in Philadelphia, where 
he served for two years. From 1986-1992 he was on the faculties, 
successively, of Cardinal O’Hara High School, Archbishop 
Wood High School and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where 
he also served as Dean of Students.

In 1992 then-Father Burbidge was named Administrative 
Secretary to Anthony Cardinal Bevilacqua, Archbishop of Phila-
delphia, and served in that capacity until 1999. In 1998 he was 
made Honorary Prelate to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with 
the title of Monsignor.
�en-Monsignor Burbidge served as Rector of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from 1999-2004. 

“Walk Humbly with God”

On September 5, 2002, then-Monsignor Burbidge was ordained 
Auxiliary Bishop of Philadelphia.  He chose as his episcopal 
motto the words “walk humbly with God”, from the prophet 
Micah (6:8): “You have been told ... what the Lord requires of 
you: Only to do the right and to love goo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Bishop Burbidge’s coat of arms includes 
visual elements which re�ect his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Mary, St. Charles Borromeo, Saint Michael (his baptismal 
patron), as well as the bishop’s Irish ancestry.

Rapid Growth : Diocese of Raleigh (2006-2016)

On June 8, 2006, Pope Benedict XVI named Bishop Burbidge 
the �fth Bishop of the Diocese of Raleigh; he was installed in 
Raleigh on Aug. 4. As bishop, he has led the Diocese during a 
period of rapid growth; in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regis-
tered Catholics has increased over 40 percent to an estimated 
population of 430,000 Catholics.

Bishop Burbidge’s pastoral priorities in Raleigh have included 
the following: promotion of the life and dignity of the human 
person; faith formation and sacramental practice;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promotion of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consecrated lif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astoral 
initiative on marriage; e�ective stewardship of resources; plan-
ning for the e�ective management of growth; and construction 
of a new cathedral, the dedication of which is planned for July, 
2017.

A Son of Philadelphia 

Catholic News



 Religious Studies 

St. Paul Chung Altar Server took a day pilgrimage to Our Lady 
of Lourdes Grotto, Mount Saint Mary Seminary, and St. 
Elizabeth Ann Seton Shrine. �ere the servers prayed, received 
plenary indulgence, spoke to seminarian Ryan from A rch-
diocese of Hartford, and l e a r n e d 
about the life of Amer i-
ca's �rst native 
born saint, St. 
E l i z a b e t h 
Ann Seton. 
Servers had 
fun and grew 
spiritually.

Confirmation Retreat

Until about the 15th century 
hundreds of mysteries were 
part of the Rosary devotion 
then the 15 mysteries that we 
know today were definitively 
fixed as “the Mysteries of the 
Rosary.” Pope John Paul II, in his 
encyclical, Rosarium Virginis 
Mariae, in 2002 added the five Luminous Mysteries.
Through the meditations of the complete Rosary one 
recalls and has impressed on his mind, the Popes tell us, “the 
chief mysteri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mysteries of our 
Redemption,” “the great mysteries of Jesus and His Mother 
united in joys, sorrows, and triumphs.” The twenty mysteries 
are divided into four equal groups, known as “The Joyful,” 
“The Sorrowful,” “The Glorious,” and “The Luminous 
Mysteries.”

18 Con�rmation candidates were gathered on Oct 7th for two 
hours long Con�rmation preparation Retreat.
Special �anks to Mrs. Rosario Shin for her dedication and orga-
nizing this spiritual event.

1. Annunciation
2. Visitation 
3. Nativity of Christ
4. Presentation of the Christ Child in the Temple
5. Finding of the Christ Child in the Temple

1. Agony in the Garden 
2. Scourging at the Pillar
3. Crowning with Thorns 
4. Carrying of the Cross 
5. Crucifixion

1. Baptism of Jesus in the Jordan
2. Manifestation of Jesus at the Wedding at Cana
3.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4. Transfiguration of Jesus
5. Institution of the Eucharist

1. Resurrection
2. Ascension
3. Descent of the Holy Spirit
4. Assumption
5. Coronation of Mary

Joyful Mysteries

Sorrowful Mysteries

Luminous Mysteries

Glorious Mysteries

• When : Oct 23rd(Sun) 12pm - 8pm 
• Where: Bishop O'Connell HS

• When : Oct 29th (Sat)

• When : Oct 30th (10:00am to 11am)

•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soon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1. Rally 2016 

Altar Servers PilgrimageCCD·CYO News

• When : Oct 23rd (during regular class hour)

2. FCC Make-Up Class  4. Jr. High Activity (6th-8th Graders)

5. Fall Open Class

OCTOBER :

The Mysteries of the Rosary

5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3. Looking for basketball coaches

ANNOUNCEMENTS

Month of the Holy Rosary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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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천석기 바오로 형제 집에서 8가정 15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주기도와 복음 말씀 묵상을 한 후 30주년 
기념 행사 뒷풀이를 했습니다. 성경퀴즈대회 단체 2등을 
자축하며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센터빌 구역 1 반

김프란치스코 / 헬렌 부부댁에서 7가정 11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주기도, 복음 묵상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달 모임에는 예비신자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환영해 
주었으며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버크 구역 1 반

남광우 이나시오 형제댁에 5가정 8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 
복음 묵상과 클래식 음악 감상으로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경퀴즈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13가정 23명이 모인 10월 소공동체 모임에서는 복음 묵상과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경퀴즈대회와 관련하여, 아동 대상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과 공동체 친교 한 마당의 일부로 

성경퀴즈대회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센터빌 구역 2 반

버크 구역 3 반

센터빌 구역 3 반

원영권 하상바오로/조정란 사비나 부부댁에 11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복음 묵상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성경퀴즈 대회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상금은 1, 2등에 편중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8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루카 복음(17,11-19)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묵상 나누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공지사항
7

축일

금주의 행사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레지오 마리애 (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 (20:00), 성령기도회 (20:00, 도서실)

아침미사(6:00, 성당)

하상성인학교 (9:30, 하상관), 저녁미사 (19:30), CLC (20:00), 사도임원회 (20:00)

날짜

17일(월)

18일(화)

21일(금)
22일(토)

레지오 마리애(9:30, 친교실), 재속프란치스코(20:00)19일(수)

아침 미사(6:00, 성당)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애 (9:30, 친교실), M.E. 봉사자 모임 (19:00)

20일(목) 연중 제29주간 목요일

성 요한 드 브레뵈프, 성 이사악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연중 제29주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23일(일)

10월 16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

2

3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11:30, A-1,2,3,4),
꼬미시움월례회의(13:00, B-1,2), 청소년 기금 마련 단체족구대회(11:30, 체육관),
성소자 모임 (12:40, B-3,4), 주일학교 임원회의 (13:00)

K of C 토막특강 (11:30, B-1,2), 꾸리아월례회의 (11:40, 하상관 B-4,5),
요한회모임 (11:30, B-3,4), 복사단모임 (12:40, B-1,2), 유아세례 (15:00, 성당) 

6

7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톤즈에서 온 편지 :  200일간의 아프리카 남 수단 봉사 :
                                            톤즈 졸리 병원에서 보내온 이야기
● 인터뷰 아, 사람 :  지적장애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회복지사 전현정 유소사 세실리아
● 전광진 신부 / 성 정 바오로 성당 특강 제 2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상 TV 하이라이트

♥ 병중에 계신분

♥ 군복무자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10월 20일 (목) 오후 9시~11시

주일헌금……………………………… $ 7,490.30

교무금……………………………… $ 13,745.00

교무금(신용카드) …………………… $ 4,595.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5,830.30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 (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임홍빈(미카엘)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솔(루시아),

고미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Cox Ch.30, 830 
Fios Ch. 30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체육관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 대항 족구 대회가 
   체육관에서 실시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족구팀 : 로고스, 베드로회, 바오로회, K of C

 K of C (청소년 기금 마련 단체 족구대회)

1

5

9

8

일반
지향

선교
지향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시다.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 미사에 오르간 반주 봉사하실
    분을 구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상태 요한 (703)302-0026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일시 : 10월 23일(일)오전 11:30(B-1,2)
•주제 : 봉사하는 삶 
•강사 : 백인현 주임 신부님 
•본당의 모든 교우분을 환영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 버나드 (703)342-2194

K of C 토막 특강

10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B-3,4)

하상회 정기모임

꾸르실료 점심 판매 (성모회 협조)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A-1,2,3,4)

안나회 정기모임

11
•봉헌기간 : 11월 5일(토) ~ 12월 7일(수)
•등록 : 10월 16일(일)/10월 23일(일)/10월 30일(일)
•참가 신청 : 친교실, 8시, 10시 미사 후
•문의 : 김만식 재권요셉 (703)403-1185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및 갱신

•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3시, 성당
•신청 : 10월 20일(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12:40 (B-3,4)

Quo Vadis 성소자 모임

12
•종합교리 : 10월 25일(화)/ 10월 26일(수) 
                    오후 8시 하상관 #110
•찰고 : 10월 27일(목) 오후 8시 하상관
•영세 및 견진식 : 10월 28일(금) 오후 7:30 금요 미사 중
•환영식 : 10월 30일(일) 오전 11:30 (B-1,2)

제74차 예비차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13
•일시 : 10월 23일(일) 오전 11:30(B-3,4)

요한회 정기모임

14
•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12:40(B-1,2)

복사단 모임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1시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

15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2시-오후 4시
             (AMF Centreville Ln)
•본당에서 활동 중인 M.E 팀, M.E. 주말부부를 다녀오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회비 : 1인당 $25/ 팀: $50
•문의 : 김이조 베로니카 (703)864-1236

M.E. (본당) 친선 볼링대회

16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상, 고상, 묵주를 20% 
   세일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성물부 세일 안내

•일시 : 10월 16일(일)
•장소 : 친교실 
•메뉴 : 순두부($6) 포장 가능
•문의 : 곽노덕 (703)608-9664

World Mission Sunday 2차헌금
              (10월 22일, 23일)

전교주일을 맞아 선교 지원(스리랑카, 피지,
탄자니아)을 실시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진 변호사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RE/MAX Gateway부동산

레이첼 김(아네스)
www.Rachael Kim.com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정재민(미카엘) DMD, PC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703-825-1191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정소연(크리스티나)

mykidspediatricians.com

703-865-5437
김경해  (아네스)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Michael D. Kim, MD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591-4100

배 엘리사벳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703-508-7743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703-266-1983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703-658-5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이일우 (베드로)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703-675-8009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주택융자, 재융자

안윤민 (바실리오)
EverBank

571-275-0691

소아전문치과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Pediatric Dental Care

Pohanka Acura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New / Used Cars

시티 종합 보험

703-352-1073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Sola Salon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스티 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져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Penta Olympic Fencing Club

703-207-1059
Cell.703-801-3924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신디 리 부동산
델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마태오 홍 종합보험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ㆍ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ㆍ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ㆍ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ㆍ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ㆍ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ㆍ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ㆍ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ㆍ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ㆍ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ㆍ(703) 968-3070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07:30 PM

07:00 AM

06:00 AM

11:00 AM

주일 10:00 AM

07:30 PM

주일미사

월 & 목

토요일 저녁

화 & 금

수요일 토요일

주일학교 수업

미사시간 (MASS SCHEDULE)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서 양 화
아크릴, 수채화, 유화

김 이레나(교사 자격증)

703-92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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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비즈니스 광고

        챈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