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마 8,8-11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요한 11,1-45
  <또는 11,3-7.17.20-27.33ㄴ-45>

…………………………………………… 에제 37,12ㄹ-14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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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과 가족들의 슬픔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며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은총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돌처럼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불신을 치우고 자녀다운 신뢰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사순 시기의 기도와 선행은 우리 마음의 돌을 치우는 

노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차디찬 마음을 따듯하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인류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타처럼 

믿음을 고백하면, 죽음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죽음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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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순 피정 부활절 피크닉

바오로회 회원들과 새로 오신 20-30대 기혼자 여러분은
모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9일(일) 오후 12:45 - 4:30, 하상관

ㆍ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오후 4시
ㆍ장소: Van Dyck Park
    3720 Old Lee Hwy, Fairfax, VA 22030



본당 행사4

- 파티마 성모님 본당 방문 -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님의 본당 방문이 3월 24일(금) 오후 1시에서 

시작되어 25일(토) 오전 6시까지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순례는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파티마 

본부에서 2016년에 시작한 행사로, 미국 땅에 평화가 넘치도록 

기도하며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전국 50개 

교구의 본당을 순례 방문하고 있다. 

알링톤 교구 소속 69개 본당 중에 선정된 7개 성당 중 마지막 순서로 

우리 본당을 방문하신 파티마 성모님의 순례 방문 행사의 시작은 24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성당 밖 성모상 앞에서 시작되었다. 성당을 향해 

KoC의 인도를 따라 본당 교우를 포함한 다민족·인종의 신자들 500

여 명이 행렬을 이루어 '파티마의 성모'를 노래부르며 앞서 가고 그 

뒤를 이어 백인현 주임 신부와 성원경 보좌 신부, 파티마 성모님을 

모신 가마가 따랐다. 

성당 안에 들어 오신 성모님은 백 

신부님에 의해 왕관이 쓰여지신 후 제대 

독서대 쪽에 자리 잡으셨고 신자들은 

순례성모님 관리자 래리 (Larry 

Maginot)의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소개 및 

메시지를 들었다. 신자들은 강연을 통해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세 목동들에게 기도와 희생 

그리고 보속을 원하셨다”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겼다. 또한 성모님은 세 목동들에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묵상했다. 래리는 “성모님은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보다 잘 받아 들이도록 하며 특별히 예수님께 향하는 가장 

쉬운 길이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다”라고 강조했다. 즉, “성모님은 ‘내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며 세상에 평화가 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상기시켰다. .

강연 후에 500여 명의 다민족 교우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45

분간 개인 기도와 묵상을 하는 방식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되었다. 특별히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는 성모신심 미사로 

진행되었고 백 신부는 강론 중에 “개인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며 “이제는 타인의 희생을 요구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미사 후 묵주기도 시간에는 700여 명이 넘는 다민족 교우들이 모여 

미국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개인의 기도 지향을 위해 성모님의 

도움으로 ‘기도’와 ‘희생’, ‘보속’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회개와 은총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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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iration
This was the main theme of  this year's 
Jr. high Lenten retreat. With 30 
students and 16 parents, they had 
chances to reflect on their past and 
present and to ask themselves ‘who 
inspired me and who continues to 
inspire me?� All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thoughts and had oppor-
tunities to experience Holy Hour for 
the first time and concluded the 
retreat with Mass with family 
members.  A special Thank You goes 
to Fr. Seong and volunteer staffs.

-Hyungjoon Lim  (Retreat Coordinator)

Open Class

Jr. High 
Lenten Retreat

ANNOUNCEMENT

 1. Jr. High Bash 
• When : April 29(Sat) 3:30pm-9pm        
• Where : St. John Paul the Great HS in Dumfries
• Cost : $10/participant
All 6th thru 8th grade students are welcome.  
Participating in Bash i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class students.  
• Registration is available until April 23 
  at Sunday School Office.

 2. No School (Easter Break)
• When : April 12(Wed) - April 16(Sun)          
• No Sacraments Classes on April 12 & 
   No Sunday School Class on April 16
• Student Mass on Easter Sunday at 10am 
  at the Parish Hall (No 11:40am Mass)

3. Easter Egg Hunt 
• When : After Student Mass 
  (Sponsored by PTO/Room Parents Group)

4. Sunday School Spring Fire Drill 
• When : April 23(Sun) 

Welcome to SPC Sunday school! St. Paul Chung parish’s CCD classes were opened for parents 
on Mar 26. It was a huge success with about 40 parents having attended.

Kinder:  Life of Jesus

7th:  Annunciation and Laetare Sunday 8th:  Reliability of Scripture

3rd:  Triduum 5th:  Lent

1st:  The Way of the Cross

6th:  Jesus' Sacrifice

4th:  Ten Commandments/
        Lent Trivia Game

2nd: 7 Sacraments (Bap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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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사도직 꾸루실료는 지난 3월 18일 
메릴랜드 포토맥에 위치한 성가정의 작은 자매회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에  다녀왔다. 
이른 아침부터 잡초뽑기,밭갈기, 고랑 파기 등 
쌀쌀한 날씨에도 모두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로 일한 후,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으며 
수녀님과 간단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일할 때 조차도 연옥영혼들을 기억해달라는 
원장 수녀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흔한 것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참된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수녀님들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50대 교우들의 활동단체인 요한회(회장 배석범 
알베르또)는 지난 3월 26일(일) 정기 월례회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현재 요한회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 
매일복음 말씀을 더욱 활성화해서 내실있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기로 했다. 
 요한회는 오는 4월 12일(수) 애난데일 
노인아파트를 방문, 어르신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다과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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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88-1515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www.Rachael 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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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703-825-1191

mykidspediatricians.com

703-865-5437 703-647-0292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591-4100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703-508-7743

VA 인스펙션

703-266-1983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703-65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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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785-4494

히팅 & 에어컨

703-675-8009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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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iatric D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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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Used Cars

703-352-1073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John Min M.D.
703-462-8711

703-855-8710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571-331-6811

가정집, 상점 (STORE)

703-451-3322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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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www.whitetreedental.com

703-726-8804

Keller Williams Realty

703-772-7275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703-429-4622
 301-231-7588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703-865-7370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주택, 사업체
703-649-2110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703-609-1011

Science, English, Math

703-965-8530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703-937-7878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678-800-3451

Keller Williams Realty

703-855-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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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 클럽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703-992-7930

애난데일 예촌 옆

703-658-2030

703-969-8956 
703-969-8954 

정신과 치료와 상담

703-336-2406

 |  | 

·

·

·

www.soowonlee.com

703-78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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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988-2044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571-215-3232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703-86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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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69-9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