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2일 (가해) 제1625호연중 제3주일

하상주보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로렌초 베네치아노

[제2독서] …………………………………1코린  1,10-13.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 마태 4,12-23 <또는 4,12-17>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59] 세상의 참된 행복

 [197] 나그네 양식이요

• 파견성가: [431] 찬미의 송가

[제1독서] ………………………………………… 이사야 8,23ㄷ-9,3

[화답송] ………………………………………… 시편 27(26),1.4.13-14
 (◎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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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소식

2017 회장단 · 사도 임원 명단

● 총무부 부장  지경수 요한 

● 총무부 차장  이경태 요셉

● 운영담당 부회장  김진호 다니엘

● 전례담당 부회장  박상태 요한

● 구역담당 부회장  강세원 바오로

● 단체담당 부회장 장문환 베네딕도

● 여성담당 부회장 장미경 에디타

● 청소년담당 부회장 김돈현 미카엘

복지부

● 복지부 부장  강동훈 요한

교육부

● 교육부 부장  윤재원 베드로

● 교육부 차장  김우기 안드레아

● 봉사부 부장  김명학 벨라도

● 봉사부 차장  김문출 아오스딩

시설부

● 시설부 부장  최영준 라파엘 

● 시설부 차장  홍순철 요한 

● 구역부 부장  홍석철 마태오

● 구역부 차장  김상욱 안토니오

● 구역부 차장  박인경 소피아

● 구역부 차장  송기석 스테파노

● 단체부 부장  김인태 골롬바노

● 단체부 차장  조문환 펠릭스

● 여성부 부장  서효심 마리아

● 여성부 재무  복은정 베아따

● 여성부 재무  이정숙 데레사

● 여성부 총무  고은영 헬렌

선교부

● 선교부 부장  유제운 요셉

● 선교부 차장  원철희 토마스

● 선교부 차장  김덕환 요셉

전례부

● 전례부 부장 김용희 라파엘

● 전례부 차장 서종원 베드로

● 전례부 차장 이준호 요셉

● 전례부 차장 이규상 프란치스코

● 전례부 차장 서경원 마르티노

● 전례부 차장 고용원 요셉

● 전례부 차장 한상준 프란치스코

● 복사대장 권용우 스테파노

● 제대회 황영문 율리아

● 재무 담당 총무 김연옥 아네스

● 성가대 10시미사 지휘자  노혜란 헬레나

● 성가대  8시미사 지휘자  김성현 로벨또

총무부

● 청소년 사도회 부장   임흥진 요셉 

● 청소년 사도회 총무   김윤희 안젤라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 문화부 부장 정주용 토마스

● 문화부 고문 지수성 요한

● 문화부 차장 김동현 세르지오

● 문화부 차장 김성호  미카엘

● 문화부 차장 국병수 요한

● 문화부 차장 기드온 기드온

문화부

봉사부

여성부

구역부

단체부

청소년사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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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단체 소식

1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지난 1월 14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요한 복음(1,29-34)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2017년 첫 모임을  최병근 다니엘/최평란 데레사 부부댁에서 구역 
합동으로 가졌으며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복음 묵상 및 말씀 나누기를 
하며 주임신부님과 함께 구역의 모든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영석 마티아/강수경 루시아 부부댁에서 열린 모임에 13가정 22명이 
참석했습니다. 묵주기도에 이어 말씀 나누기, 건의 사항 및 친교로 이어진 
모임은 신임 봉사자 이인표 베드로 형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말씀 
나누기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성열 어거스틴/소니아 부부댁에서 열렸으며 복음 묵상 시간에 
신앙생활의 위기와 극복에 대해 참석자들 전부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표 가브리엘/임소연 글로리아 부부댁에서 14가정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신앙생활의 소중한 체험과 새해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도 하상회(회장 최환용 바오로) 첫 월례회의가 지난 15일(일) 친교실에서 
열렸다. 재적 인원 62명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회원으로 참석한  민일성, 
이동명, 이종욱 형제를 환영하고 생일을 맞은 전태진 요한 형제를 축하해 
주었다. 강승기 요한 총무가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 및 계획을 발표하고 
기금 조성과 활동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15일(일) 안나회(회장 김영자 젬마) 는 76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년도 첫 월례회를 가졌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하며 상대방을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하고 1월에 생일을 맞은 12명의 회원에게 건강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김영자(젬마) 신임 회장은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새 임원 

6명을 소개하였다. 회계보고에 이어 떡국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하상회 모임 

안나회 모임 

비엔나
구역

센터빌 구역
1반

센터빌 구역
2반

스프링필드
구역

센터빌 구역
3반

버크 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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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는 1921년 프랭크 

더프에 의해 설립된 평신도 신심단체로서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레지오 

마리애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최상급기구인 

꼰칠리움의 승인과 그 공인 교본이 명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 사제의 지도에 따라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전개합니다.  

현재 본당에는 군대의 소대>중대>대대에 해당하는 쁘레시디움>

꾸리아>꼬미시움이 조직되어 있으며 300 여 명의 행동단원 및 500 

여 명의 협조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M.E 는 부부가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ME 는 

생명력있고 활기찬 부부생활을 위해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부간의 성숙한 

대화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이 사랑을 직장과 

이웃으로까지 확대시켜 줍니다. 다가오는 5월 메모리얼 연휴에 

있을 ME주말 (2박3일)에 많이 참석하시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와 희생, 보속을 

드리며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매월 첫 토요일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첫토요일 성모신심과 소그룹 기도 

모임인 쎌모임, 파티마 성모님 가정 방문 순례, 봉헌을 위한 33

일간의 준비와 봉헌식, 그리고 매년 뉴져지 파티마 세계사도직 

본부로 떠나는 일일 성지순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온전한 봉헌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레지오 마리애 Legio Mariae

M.E Marriage Encounter 

파티마 세계 사도직 

꾸르실료는 스페인어로 “짧은 시간에 

갖는 회심으로의 여정”을 뜻합니다. 즉 

회심의 여정인 꾸르실료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열정적 신앙으로 이끄는 

하느님 은총의 초대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시작된 직후인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교회 

내 신심운동으로 인정받았으며 바오로 

성인이 주보 성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꾸르실료의 목적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이가 내적인 

변화와 회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한 은총의 여정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꾸르실료 Cursillo

성소후원회는 성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갖는 문화를 조성하는 

가운데 사제와 수도자 성소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하며 사제와 

수도자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성소후원회 후원금 모금, 학생 복사단, 

주일학교와 학부모회 지원을 통한 사제성소와 가정성소 홍보 및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자매들의 모임인 안나회는 노년을 좀더 보람있고 

활기차게 보내고자 1986년 1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성녀 안나의 

삶을 본받는 성숙한 신앙 생활을 지향하며 병자 방문과 연도 참여, 

치매 예방 세미나, 묵주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월 셋째 주일에 있으며 회원간 친교 시간과 

생일 잔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망자의 가족을 돕는 단체입니다. 연도와 장례식 봉사, 

위령 미사 봉헌 등을 돕고 있으며 장례식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 형제들의 모임인 하상회는 1987년 2월 1일 요아킴회로 

출발하여 1998년 3월 1일 하상회로 개명했습니다. 

노년기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이웃 사랑을 지향하며 노령에 맞는 

운동법 교육과 건강 세미나 실시, 회원 생일잔치 등 친교를 나누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에 모임을 갖습니다.

성소후원회 

요한회 John

안나회 Anna

하상회 Hasang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경배드리며,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도서실에서 모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회 성가로 찬미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매주 

성경을 읽고 나눔으로써 말씀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활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늘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기초세미나(3월)와 

성령대회(5월)와 같은 큰 은혜의 잔치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살아 활동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요한회는 50세에서 59세까지의 사도직 활동단체로 회원간의 

친교를 바탕으로 복음전파와 사랑의 실천 및 본당 사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연 4회 

노인아파트를 방문, 묵주기도와 다과를 나누며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터 의자 수리 및 도색 작업,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상관 교실 페인트 작업도 했습니다. 

교실을 페인트한지 2년이 지나 3월 중으로 다시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베드로회 Peter

바오로회 Paul

베드로회는 40대 연령단체로써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모여 친교를 

나누고 나아가 본당 신심 및 봉사단체로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안나회 점심 봉사 및 

효도잔치 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당의 40대 

신자분들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회는 신혼부부부터 자녀가 있는 20~30대 부부까지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 가족의 모임입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는 없으며, 정기 모임은 남편들만 모이는 형제 모임(매월 

두번째 금요일)과 아내들만 모이는 자매 모임(매월 마지막 

금요일)이 있습니다. 성가정을 이루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녀 양육 프로그램, 교리 교육 등이 있으며 소그룹 모임을 

통해 친목과 생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행사로 매년 가족 

소풍이나 체육대회 및 가족캠프, 송년 파티 등을 개최하고 있으니 

젊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도 레지오 단원들의 가두선교 열기가 뜨겁다. 1월 

11일(수)의 주님의 종 마리아 쁘레시디움 (단장 박혜정 

율리아) 세 명의 단원에 이어 1월 15일(일)에는 겸손의 어머니 

쁘레시디움 (단장 노응홍 아브라함)의 단원 세 명이 센터빌 H 

마트에서 가두선교를 실시했다. 참가한 단원들은 한결같이 

가두선교가 거듭될수록 가두선교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11개의 레지오 마리애 쁘레시디움이 

가두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성령기도회 Revival

본당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단체 홍보의 날'이 올해는 1월 29일(일) 오전 8시 미사와 10시 미사 후에 실시됩니다. 단체들의 목적과 주요 활동을 알아보고 단체의 활성화와 복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성 정 바오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님은 당신만을 믿습니다

•2017년 9월 9일(토)에 열리는 제 2회 Korean Voca-
tion Conference (한인성소 컨퍼런스)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두선교 실시

신심 신심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연령회 활동

활동

활동

신심

신심

신심

1998년 4월 1일에 창립된  K of C 는 18세 이상 

세례 받은 남성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우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우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을 위한 보험제도를 

설립, 신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소 후원, 낙태 반대, 자연보호 운동, 

헌혈 운동, 장례예절 참례 및 유가족 돕기, 사회복지 및 청소년 복지 

사업 참여, 피정을 통한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합니다. * 회원 입회 자격 : 18세 이상으로 칠성사와 십계명을 

준수하는 독실한 남성, 회원가입서 작성 및 제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 

K of C Knights of Columbus 신심

단체 홍보 



We’re a group of caring, determined, and 
creative problem-solvers who want to make a 
di�erence. Our mission is to serve the poor 
and homeless, transform lives, and share 
God’s love.

�e Lamb Center focuses on ending 
homelessness and providing hope. But 
to make a di�erence in homelessness, 

food, clothing and hot showers are just the �rst steps. Almost every 
person �e Lamb Center encounters needs job counseling, transpor-
tation and housing. We work with other organizations, ministries 
and government agencies to help people get back on their feet. �e 
Lamb Center is working to end homelessness by transforming lives 
through Christian spirituality, counseling and service.

In support of our Sunday School winter project to help the homeless, 
we are requesting donations of the following recommended items:

• Donations are not limited to Sunday School students and families.  

• Donations from the entire parish are encouraged and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e list above is recommended only.  Please give 
what you can.  �ese people need our help and we need the support 
of all of St. Paul Chung parishioners for this to be successful.

• �e donation collection box is located outside of the CCD o�ce in 
the Hasang building.  Students will be preparing packages for deliv-
ery to the Lamb Center on the 28th of January.  

• Donations will be collected right up until then.

• Please make sure that your donated items are not opened or used 
and that personal care items are not expired.  

In Fairfax County, over 
60,000 people are below the 
poverty level, and over 90,000 
people aged 25 or older did 
not graduate high school. 
�is creates an income and 
education problem that can 
lead to homelessness. 

3,000 people experience 
homelessness everyday in 
Fairfax County. And more 
than 10,000 people per year 
in Fairfax need emergency 
housing payment assistance 
to prevent families and 
individuals from falling into 

homelessness. It’s our desire to transition people experiencing 
chronic homelessness to get back on their feet through providing 
meals, showers, laundry services, counsel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WHAT IS LAMB CENTER?

WHY HOMELESS?

HOW CAN WE HELP?

SPC Sunday School Winter Project

Kinder & 1st Grade

2nd & 3rd Grade

4th & 5th Grade

6th Grade

7th - 9th Grade

10th - 12th Grade

Thermal Crew Socks (Men’s or Women’s)

Toothpaste, Toothbrushes & Lip Care 
Products 

Hats and/or Gloves (Adults)

Hand Warmers

Thermal Underwear (Men's or Women's) 

Small Shaving Cream & Disposable Razors

( *Travel size of toothpaste and toothbrushes 
from  your dental visits are excellent.)

Helping homeless people in Fairfax County through Lamb Center

ANNOUNCEMENT

• When : June 24-June 30, 2017  
• Where : Massaponax, VA   • Who : 9th to 12th graders
• Register : Jan 8-Feb 5 at Cafeteria 
   Application forms with a $50 fee is requir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 Please contact  Jin H. Lim (703)261-5710 or 
  Yoonhee Kim (703)282-4733  for more information. 

1. 2017 WorkCamp 

2. CYO parents' meeting 

• When :  Jan 29 (11:30 am)
• Where : Hasang building basement classroom

6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공지사항
7

축일

금주의 행사

레지오 마리애 (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 (오후 8시, 도서실)

아침 미사 (6:00, 성당)

평일 미사 (오후 7:30), 바오로회 자매 모임, 울뜨레아 (오후 8시)

날짜

23일(월)

24일(화)

27일(금)

28일(토)

레지오 마리애 (오전 9:30, 친교실), 평일 미사 (오전 11시)25일(수)
아침 미사 (6:00, 성당)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애 (9:30, 친교실), M.E. 봉사자 모임 (오후 7시),
설 합동 위령미사 (오후 7:30, 성당)

26일(목)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연중 제3주간 금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연중 제4주일

연중 제3주일

연중 제3주간 월요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1월 22일(일)

29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단체 홍보의날, 레지오 마리애 (친교실, 하상관)

요한회 (11:30, B-3), 교육부 세미나 (11:30, A-1,2), K of C (11:30, B1,2),
본당봉사자 피정 (오후 1시 -4시), 교육부 세미나 (11:30, A-1,2), 바오로회 (오후 6시, 친교실),
동중부 성령기도회 임원 모임 (오후 5시, A-1,2)

1

12

•일시: 1월 22일(일) 오후 1시 - 4시
•접수 및 점심식사: 오후 12시
•대상: 사도임원(부장/차장), 구역부 봉사자, 각 단체부장,
  청소년 부서 봉사자
•특강: 평신도 사도직과 봉사자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

사도임원 및 본당 봉사자 피정

2
•1월 29일 (일) 8시 미사, 10시 미사 후
•단체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단체 홍보의 날

3
• 일시: 1월 22일(일) 10시 미사 중
• 2017년에 봉사할 사도임원 소개 시간이 있으니 
 사도임원(부장/차장)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도 임원진 인사

4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써 2017년에는 1월 27일(금)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행진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17년 1월 27일(금)
•참석인원 : 선착순 55명
•참가 신청 : 미사후 친교실 (1월 1일부터 4주간 접수)
•문의 : 조정근 형제 (703)978-4005

2017년 March for Life(생명 수호 행진)

14
•주일학교에서 노숙자를 위한 지원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도네이션 품목(어른용 새 것): 양말, 모자, 장갑,
 긴소매, 내복, 칫솔, 소형 면도크림, 일회용 면도기,
 입술 보호제, 핸드 워머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윤정 보일 (703)371-3589
 

노숙자를 위한 지원품 도네이션

15
• 일시: 1월 29일(일) 오전 11:30  
• 장소: 하상관 지하 교실 (교실 번호는 추후 공지 예정)
• 주제: CYO 학생들의 활발한 성당 활동 독려를 위한
 각종 행사 토의 및 학부모님들의 제안과 건의 사항 나눔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관 사용 건 포함)

CYO 학부모 미팅

13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혼인 갱신식을 합니다.
 결혼 25주년, 50주년을 맞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2월 12일 10시 미사 중
• 신청 및 문의: 김 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46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16
•일정: 2017년 6월 24일 – 6월 30일
•장소:  Fredericksburg, VA
•대상: 9학년 - 12학년
•참가비: $475 (등록비 $50 선납)
•신청: 1월 8일 - 2월 5일 친교실

2017 알링턴 교구 WorkCamp

● 역사 드라마/ 강완숙 골롬바 :  혹독한 고문을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천주교리를 주장하다 간 순교자,

 강완숙의 삶(마지막 편)

● 드라마 “따로, 또 같이” : 남편과 아내가 겪는 갈등,

 상대방을 이해하며 풀어가는 부부 이야기 (6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월 15일 (연중 제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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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2일 (일) 자정 12:00-1:00,
1월 26일 (목) 오후 5:00-6:00,   
1월 27일 (금) 저녁 11:00-12:00  

주일헌금……………………………… $ 7,192.71

교무금……………………………… $ 10,360.84

교무금(신용카드) …………………… $ 4,020.00

특별헌금………………………………… $ 2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1,773.55

Cox Ch.30, 830 
Fios Ch. 30 

♥ 병중에 계신분

♥ 군복무자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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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자(루시아),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조정현 (안드레아)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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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선 교

그리스도인의 일치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도와 형제애로 교회의 
온전한 친교를 다시 이루도록 노력하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서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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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월 22일(일) 오전 11:30 (친교실, A-1,2)
•주제: 텃밭 가꾸기- 명품 고추씨앗 파종 실습 (씨앗 무상 제공)
•강사: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문의 :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교육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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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월 27일(금) 친교실 (B-1,2)
•문의: 곽노덕 도미니꼬 (703)608-9664

1월 정기 울뜨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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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식: 3월 5일(일)
•등록: 매 주일 친교실 선교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문의: 유제운 요셉 (703) 628-9314

제76차 예비 신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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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10시, 장례미사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사무실

성가대 봉사자 모집

•일시: 1월 28일(토) 오후 7:30 
•미사 신청: 사무실

5 요한회 월례회의

•일시: 1월 22일(일)
•대상: 50대 형제 자매
•문의: 배석범 알베르또 (703) 477-3491

6 바오로 정기총회

•일시: 1월 22일(일) 오후 6시 (친교실)
•문의: 이성근 에레미나 (703) 627-1932

7 K of C 정기모임

•일시: 1월 22일(일) 오전 11:30 (B-1,2)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 일시: 1월 29일(일) 8시,10시 미사 중
 (영적선물과 꽃다발 증정, 축가) 
• 미사 후 친교실에서 대친교가 있습니다.
• 백인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은경축)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차 헌금
이번주일(1월 22일)은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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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FARM
애팔래치안 산맥에서 채취한

천종 산삼 판매 (VA 산삼 공인 딜러)
Wildginsengsale.blogspot.com

703-868-9427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져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골프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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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703-992-7930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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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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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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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비즈니스 광고

        챈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