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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0주일

제1696호

2018년 주일학교 첫 영성체 예식

[제1독서]⋯⋯⋯⋯⋯⋯⋯⋯⋯⋯⋯⋯⋯⋯⋯⋯⋯⋯⋯⋯ 창세 3,9-15

[제2독서]⋯⋯⋯⋯⋯⋯⋯⋯⋯⋯⋯⋯⋯⋯ 2코린 4,13─5,1

[화답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복음 환호송]

(◎ 7ㄴㄷ)

◎ 알렐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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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마르 3,20-35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59] 세상의 참된 행복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200] 열절하신 주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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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0주일 (마르 3,20-35 | Mk 3:20-35)

묵상

사탄은 끝장이 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0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뒤 일어난 현상은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 변명입니다.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벌을 받지

21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두려움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생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26

25

한 집안이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죄의 두려움’은 죄인의
영혼이 파멸되고 죽어 가고 있는 사실을 느끼며
하느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피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이 듭니다. ‘죄의 부끄러움’은
순수함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구별됩니다.
그것은 죄인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는 행위로 생깁니다.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35

‘죄인의 변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변명하지 않고 모함을 견디어
내는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이

Jesus came home with his disciples. Again the crowd gathered, making it impossible for

them even to eat. When his relatives heard of this they set out to seize him, for they said,

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수난, 모함에
대한 침묵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속죄
행위입니다.

by Beelzebul,” and “By the prince of demons he drives out demons.”

Summoning them, he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will not be able to stand. And if Satan has risen up

against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that is the end of him. But no one can

하느님께서는 악의 세력으로 표상되는 뱀과
하와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악의 적개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으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Amen, I say to you, all sins and all blasphemies that people utter will be forgiven them.

알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서 나옵니다.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have forgiveness, but is guilty
of an everlasting sin.” For they had said, “He has an unclean spirit.”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word to him and called

him. A crowd seated around him told him,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nd your
sisters are outside asking for you.” But he said to them in reply,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And looking around at those seated in the circle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온

인류에게

퍼진

구원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넘칩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마귀 우두머리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새로운 인간의 시대, 내적으로
새로워져 구원을 얻는 시대, 곧 믿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3

성경 교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묵상

예수 성심 성월

“성찬례는 천국의 ‘예약’입니다”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성찬례는 삶 안에서, ‘나(io)’에서 ‘너(tu)’로 넘어가게 합니다.”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성찬례는 ‘더 나은 모든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미래’를 지금 미리 맛보게 하는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미래의 빵’입니다. 기다림을 충족시켜주고, 가장 아름다운 꿈을 키워줍니다. 주어질 것에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대한 ‘구체적인 앞당김’, 곧 보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천국의 예약(la prenotazione del
paradiso)’입니다.”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실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표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강론에서 했던 말이다.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던 오스티아
(Ostia)의 산타 모니카 성당 앞 광장에 모인 약 1만여 명의 신자들은 아주 열띤 참여와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기쁨을 드러냈다.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성찬례는 ‘나’에게서 ‘너’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교황은 예수님께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랑이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이자 불편한 장소를 선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준비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고립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버림받은 감실”이라고 오늘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가장 연약하고 곤경에 처한 이
형제들을 위해 “자리와 음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쪼개진 빵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기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이처럼 성찬례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곧, 주님의 몸(carne)에서 우리가 취한 사랑을 세상으로 쏟아내야 합니다.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성찬례는 삶 안에서, ‘나(io)’에서 ‘너(tu)’로 넘어가게 합니다.”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성체조배를 재발견합시다...아무것도 성찬례처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성찬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흠숭할 때,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평화와 기쁨을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선택합시다. 미사를 첫 번째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자리에 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체조배를 재발견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마련하시는 것을 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http://kr.radiovaticana.va/)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예수성심 신심은

○ 예수 성심,

그리스도교 신심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요,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모든 신자가 질 의무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일반: 사회 관계망
사회 관계망이 다른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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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irst Holy Communion

2018 First Holy Communion
MAY GOD BLESS YOU
n June 3, the Feast of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29
children of St. Paul Chung Parish received their first Holy Communion at
11:40am Mass. With the catechists’ help and guidance, these children have
prepared for six months to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Eucharist.

and

KEEP YOU ALWAYS

Rev. Bang, the celebrant of Mass congratulated to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Furthermore, he asked the parents to be the spiritual role models so
that their children's love for God could grow deeper and stronger.
On behalf of Fr. Bang, I want to thank the media team, the liturgical service
team, the altar linen team, Mrs. Junghoon Shine and Mrs. Elisa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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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oly Communicants
Adeline Chang(Adeline), Aidan M Hwang(John)

A special thanks goes to Mrs. Rosaria Shin, Mrs. Michaella Nam and Ms.
Rafaella Nam for their dedicated service. And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thank
two fabulous room mothers, Mrs. Hanna Lim and Mrs. Clara Yi for all their
help.
Yunchong Boyle, CCD Asst. Principal

Aiden Chang(Ignatius), Celina Lee(Mary),

Chelsy Park(Elizabeth),

Christopher Hwang(Christopher),

Clara Yang(Clara), Ashley Yu(Veronica),

Ellena Suh(Theresa), Eric Han(Peter),

Jessica Sung(Isabella), Justin Kim(Justin),

Congratulations to All St. Paul Chung’s
First Communicants 2018!

Thanks be to Jesus Christ, for Instituting the Holy
Eucharist at the Last Supper, to stay with us
Eternally and to Nourish our Souls.
Yes, Jesus, we promise to do the following “Acts
of Services” for Your Holy Church:
• I will serve as a cantor…
• I will serve as a flutist…

• I will serve as an Altar boy…
• I will serve as an Altar girl…
• I will serve as an Usher
• I will serve as a Lector

• I will serve in the Youth Orchestra…

It was truly a beautiful experience to witness our
2018 First Communicant’s promise to serve as a
Youth Apostle this year. As they were signing
their “Act of Serve” promise slip, their eyes were
Twinkling a full of enthusiasm.
Also, it was a marvelous sight to see, almost All
parents sincerely participating in various 2018
First Communion Program-especially, the
Fathers!
I pray that, as we celebrate our Lord’s Most
Sacred Heart Month(June), Jesus will Bless and
Keep All our First Communion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at They will be Happy and Evermore
Faithful to Jesus and His Holy Church.

Thank You Fr. Bang for Your Love and
Support!!!
- Rosaria Shin (Catechist)

I love you, my communicants and
you will remain in my prayers.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Communion!

May this sacred occasion bring many blessings
and much happiness to you and your family.

On June 3, my 3rd grade students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For six months, they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attend Wednesday Communion
classes. They may have not felt motivated to come,
may have had hard time keeping up with the class
materials and memorizing prayers which are
required. However, gratefully with help of the Holy
Spirit, students have been lead by Him to open their
hearts so we could embrace His message of love
throughout each day. I am so proud of you all!

I would like to share that Archbishop ‘Fulton J
Sheen’ remarks with our students, “The greatest love
story of all time is contained in a tiny white host.”
May you always stay close to Jesus as you are today
on your First Holy Communion.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we all remain in
His love and light so that we become His true disciples, bearing fruits which God has planted in each
one of us.
I feel very loved and cared by how much God loves
seeing His students, who laid His life for us and you
are receiving Blessed Sacrament today. Dear my
students, REMEMBER this is great love!

I love you, my communicants and you will remain
in my prayers. Now, may the Lord come to you
during your First Holy Communion, to nourish,
love and fill you with His Grace. HAPPY FIRST
HOLY COMMUNION!
- Michaella Youngsin Nam (3rd Grade Catechist)

Juwan Kang(John), Liam Kim(William),

Logan Lee(Felix), Molly Oh(Mary), Pia Cho(Pia),
Ryan Kwon(Leo), Siyoon Lee (Flora),

Sophia Lee(Sophia), Suzie Han(Bathilde),

Chloe Chong(Juliana), Justin Yi(Justino),

Chloe Lee(Maria), Madison Kim(Helena),

Eugene Seok(Joseph), Chaeyoon Kim(Raphaela),

Daniel Kim(Daniel), Sean Park(John)

ANNOUNCEMENT
1. CCD SUMMER CAMP
• When: Aug. 3rd (Fri.) - Aug. 5th (Sun.)
• Where: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Who: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Registration Fee: $120 per participant
* Sibling Discount: $100 per participant for
two or more children from the same family**
• Registration: Sundays, June 24th - July 22nd
(after 8am, 10am & 11:40am Mass) at the Parish Hall
• For questions or more information,
contact Camp Director, Mr. Yongwoo Kwon(Stephano)
at 571-244-0333

2. Knights of Columbus Essay Contest
• Open to all parish children grades
from 1st thru 12th.
• Title :
What does Easter and resurrection of Christ
mean to me as a Korean American Catholic?
• 1st - 3rd graders - drawing/painting
• 4th-12th graders- writing
• Location & Deadline for Submission:
Sunday School Office by Sunday, June 10

3. CCD End-of-year Outdoor Mass & Picnic
• June 17, 9am-1:30pm,
Frying Pan Farm Visitor Center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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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식

“당신의 인생 2막, 후반전은 준비되었는가?”

예수님 마음

성 요셉 아버지 학교, “액티브 시니어 기본 교육”을 위한 봉사자 교육 실시

이해인 수녀

‘성 요셉 아버지 학교(지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가 주최하는
“액티브 시니어 기본교육” 을
위한 봉사자 교육이 지난 3일(일)
박 야고보·수산나 부부 집에서
있었다.
이날 모인 17명의 봉사자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건과
굴곡이 표현된 인생그래프를
그려 보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 보았다. 조별 나눔
시간에는 고난을 극복한 경험을
나누며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의 꿈과 소명을 이루는 인생 2막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액티브 시니어 기본 교육은 “당신의 인생 2막, 후반전은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6월 24일
(일) 10시 미사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친교실에서 열린다. 수강 신청은 6월 10일(이번 주일)부터 6월
17일(일)까지 받는다.

꾸르실료 본당 탁자 청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6월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어려서는 나처럼 엄마 품에 안기시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며
하늘 나라 얘기를 들려 주시던
참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 마음
6월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두루 찾아 다니시며
정성껏 위로하고 보살펴 주신
참 넓고 깊은 예수님 마음
죄인을 용서하실 때는
어진 아버지 같으셨고
열심히 설교하실 때는
선생님 같으셨고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실 땐
시인 같으셨을 예수님 마음
십자가에 못박히실 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며
괴로움과 아픔에 무너지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 마음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승리의 큰 기쁨 세상에 가져 오신
참 놀랍고 새로운 예수님 마음

평신도 사도직 꾸르실료가 매년 봉사하고 있는 탁자
청소가 지난 3일(일) 10시 미사 후 실시되었다.
하루종일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꾸르실료
선, 후배들은 한마음이 되어 손발을 걷어 부치고 성당내
탁자들을 모두 청소했다.
꾸르실료 자매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쏟아지는
빗속에서 수고한 꾸르실리스따들을 응원하고 청소
후에는 다같이 모여 노동의 기쁨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내 작은 마음이
그 크신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많이 닮고 싶다
예수님 마음처럼
빨간 장미가 핏빛으로 타는 6월
6월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11

단체장 회의
•일시 : 6월 10일(일) 오전 11:30(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B-3,4)

3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교무실)

13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성당)
•대상 : 평일미사, 토요 특전미사, 일요일 8시/10시 독서자 및 해설자
•문의 : 강지우 소피아 (571)201-6819

복사단 모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018년 전체 쎌모임
•매년 한 번 본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쎌 기도를 바치고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6월 10일(일) 오전 11:30 - 오후 1:30(나눔터)
우천시 친교실(A-3,4)
•문의 : 김지윤 그라시아 (571)243-5054

7

사도임원 회의
새 영세자(77차) 및 78차 예비자 합동 성지순례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0시 성당에서 출발
•새 신자, 예비자들을 위한 성지순례(National Shrine)가 있습니다.
•문의 : 원철희 선교부 부장 (703)203-0332

9

15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친교실)
•어른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 분들
(안나회·하상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분)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K of C 장학금 에세이 콘테스트
•에세이 제목 : “What does Easter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means to me as a Korean American Catholic?”
•에세이 마감 : 6월 10일(일)
•발표 : 6월 17일(일) 11:40분 미사 중

11900 Lawyers Rd. Reston, VA 20191
•미사 후 공연 관람 및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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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일)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6월 17일(일)

축일

6월 14일(목) 오후 5:00-6:00
6월 15일(금) 오후 8:00-9:00
6월 17일(일) 오전 6:00-7:00

(마이클 버빗지 주교 집전 및 강론)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기본 교육
개강합니다.

•참가 대상 : 연령에 관계없이 55세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모든 신자(선착순 40명)
•일시 : 6월 24일(일) 오전 11:30 - 오후 5시(친교실 A-1,2,3)
•등록비 : $20 (점심식사 포함)
•문의 : 김이조 베로니카 (703)864-1236

뿌깔파 단기선교 기금 모금

•매년 후원해 주시는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정성어린

후원금을기다립니다.
•기금 모금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Forest Glen Senior 아파트 화재 피해자 지원”
•5월 12일과 13일에 있었던 본당 야드세일 수익금 전액을

아파트 화재 피해자 지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재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중과 주일에
음식과 물품을 운반할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허진(703) 376-1372

◁ 금주의 행사 ▷
날짜

KACM TV 하이라이트

알링톤 교구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미사

•일시 : 6월 22일(금) 오후 6:30(다문화 성가대), 오후 7시(미사)
•장소 : St. John Neumann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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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한마당 행사

10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10주간 : 2 열왕 8-13, 요한 13장

꾸리아 월례회의

•인생 2막 후반전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일시 : 6월 15일(금) 오후 8시(B-1,2)

8

14

성경 필사 5년 계획

CCD 야외미사 및 소풍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하상관 #5)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2:40(B-1,2)
•학생미사(11:40) 중에 졸업하는 복사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6

하상회 · 안나회 모임(효도 한마당 행사)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9시-오후 1:30
•장소 :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Herndon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독서단 정기총회

5

‘사랑 나눔 캠페인’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갑작스런 질병과 실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친교실)

주일학교 교사회의

4

7

2차 헌금

60대 교우(형제, 자매) 친교 모임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나눔터)
•문의 : 강세원 바오로 (703)48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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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독서단 정기총회(오후 1시, 성당),
연중 제10주일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파티마 세계직 나눔터 사용(오전 11:30-오후 4시)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선거-친교실 사용(오전 6시-오후 9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연중 제10주간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연중 제10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CLC 모임(오후 8시), 사도임원회 모임(오후 8시, B-1,2)
연중 제10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연중 제10주간
복사단 피크닉(오전 10시, Bull Run Park), 비엔나구역 나눔터 사용(오후 5시)
CCD 야외미사 및 소풍(Frying Pan Farm Park, 오전 9시), 효도 한마당(오전 11:40,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 60대 교우 친교 모임(오전 11:30, 나눔터),
연중 제11주일
새 신자/예비신자 성지순례(National Shrine, 오전 10시)

●
●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황창연 신부의 성경여행 (23) : 인구는 적지만
세계를 좌우하는 유다인의 존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6월 3일(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주일헌금 ……………………………… $ 8,278.00
교무금………………………………… $ 10,86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8,890.00
특별헌금 ………………………………… $ 476.00
2차헌금 ………………………………………$ 0.00
합계…………………………………… $ 28,50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주차장 → 성당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 이냐시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우 비즈니스 광고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레이첼 김(아네스)

정재민(미카엘) DMD,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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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2018년 6월 10일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825-1191

703-288-1515

영스 헬스케어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엘리사벳 백화점

문스 자동차 정비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VA 인스펙션

배석범 (알베르또)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508-7743

703-266-1983

소아전문치과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703-99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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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65-5437

703-647-0292

703-591-4100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시티 종합 보험

Lee’s Heating & Air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히팅 & 에어컨

김수현 (엘리사벳)

이일우 (베드로)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658-5100

703-352-1073

703-675-8009

703-887-1515

703-772-7275

시원 냉난방

민기호 내과

Euromotor Cars
Mercedes-Benz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스킨케어 소유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에어컨, 히팅, 플러밍

John Min M.D.

김연철 (윌리암)

703-462-8711

703-362-7770

와니 건축

한미 소독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권태완 (빈센트)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영스 히팅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에어컨, 히팅

대표 김 아네스, RN

703-728-3160

703-865-7370

정수정 부동산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Richard Kim, M.D.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703-726-8804

영스 노인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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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Dog

골프 레슨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CORE 물리치료

자동차 정비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윤 조셉 변호사

ASSA 종합보험

CH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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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260-6060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민 자동차 정비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703-869-9691

703-455-0008
Cell. 571-243-5037

뉴잉톤 오토바디
김명곤 (바오로)

703-649-2110

데이케어, 홈케어

세금보고 & 회계업무

703-678-9215

703-543-6008

Kim Chiropractic & Rehab

광고 접수중 !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815-2300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www.GroupCha.com

703-678-884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미사시작 30분전
매주 첫 금요일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81-3719

앤디차 공인회계사

678-800-3451

703-865-6455

인터넷 예약 가능

703-678-5301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이용희 변호사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703-425-4600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703-988-2044

Kim’s Auto Service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ㆍ병자영성체 :
ㆍ유아세례 :
ㆍ혼인성사 :
ㆍ병자성사 :

재노 오 (로사)

척추사랑

하얀나무치과
박경욱 (크리스) D.D.S.

Keller Williams Realty

703-336-2406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703-785-4494

재노 오 부동산

정신과 치료와 상담

유스티노 한

571-331-6811

www.whitetreedental.com

베스트 사인

703-855-8710

703-451-3322

그레이스 홈 케어

Springfield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ㆍ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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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
·
주일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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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목

06:00 AM

화&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