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98호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2018년 6월 24일 (나해)

<성 요한 세례자의 증언>, 안니발레 카라치

[제2독서]……………………………………… 사도 13,22-2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복음] ……………………………………… 루카 1,57-66.80

[성가 안내]

[제1독서]…………………………………………………… 이사 49,1-6

[화답송] …………………… 시편 139(138),1-3.13-14ㄱㄴ.14ㄷ-15

 (◎ 14ㄱ)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뼛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

• 입당성가: [337] 미사시작

• 봉헌성가: [340] 봉헌
 [342] 제물 드리니

•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344] 영성체

• 파견성가: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복음환호송)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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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루카1, 57-66.80)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의 잉태와 출산의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 즈카르야를 방문하여 그의 출생과 앞날을 알려 

줍니다. 그의 이름까지 정해 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천사가 알려 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요한의 삶은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보여 줍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했을 때, 

이웃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며 기뻐했습니다. 친척들이 아기의 이름을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할 때, 엘리사벳과 즈카르야는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요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양’이 되실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은 

구원의 약속이 이 세상에 곧 실현될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앞날도 계획해 두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즈카르야는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 우리의 욕망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꼬이고 뒤틀려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에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배웁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바오로딸 콘텐츠

57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1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62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64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66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80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묵상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당대 비평가 지오반니 벨로리(Giovanni Bellori)는 플라톤의 이상적 

미를 추구한 예술가의 귀감으로 카라치를 극찬했다. 반면에 후대의 

평론가 빙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과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라파엘로의 진부한 모방자로 격하시키며 냉정하게 평론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불변의 진리이다. 

 성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증거하고 세례로써 공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돕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카라치는 절박한 

몸짓의 진실한 증언과 다가올 예수님의 세례를 한 장면에 기록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이름처럼 그림 속 맑고 투명한 요르단 강물의 세례는 

물로써 정화시킨 죄의 사함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인류 구원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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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조력자로 12 사도 중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성 요한 세례자의 증언  Saint John the 

Baptist Bearing Witness>은 이탈리아 북부 볼노냐 출신의 안니발레 

카라치의 (Annibale Carracci 1560–1609)의 작품이다. 박물관의 공식책자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의 세례자 요한’으로 설명하는데, 원래는 로마 

파르마 궁전(Palazzo del Giardino)의 파르네제 가문 갤러리(Farnese Gallery) 

장식품으로 제작되었다. 그는 당대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마니에리스모 양식을 제거하고, 초기 르네상스로 회귀해 엄격한 

자연주의의 이상을 반영하였다. 관람객은 정제된 자연주의를 추구한 

절충주의 양식의 화법과 17세기 바로크의 미술의 기조가 된 그림을 볼 수 

있다.  

 카라치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성서 

내러티브(요한복음 1,29)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깊숙한 자연 공간과 푸른 

하늘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의 고행을 상징하는 붉은 낙타 가죽을 걸친 

성인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요르단 강물에 잠긴 갈대 십자가를 오른손에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바위 앞에는 그리스도의 세례식을 암시하는 용기가 

놓여 있다. 상반신을 반쯤 돌려 정면을 응시하는 열렬한 눈빛은 왼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간절하게 설득한다. 왼 손 끝을 따라 간 관람객의 

시선은 길을 따라 내려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머문다.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 요르단 강 건너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관람객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목가적인 분위기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삽입해 당대 종교화의 유행을 선도한 명장면을 

확인한다.

 매너리즘의 쇠퇴와 반종교개혁의 정점에서 카라치는 트리엔트 공의회 

저변의 사상가들과 대중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에 부흥해 명작을 

남겼다. 세례자 요한의 단순하고 명확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화면은 정교하고 환상적이다. 수백 점의 드로잉과 스케치로 탄생한 정밀한 

포즈와 역동적 신체는 동작과 표정만으로 명백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자연의 철저한 연구와 관찰 그리고 풍부한 색감은 종교적 열정에 호응하는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생성해 강한 흡인력을 발산한다. 카라치는 

화려하고 생생한 풍경 속에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근육질의 성인을 

묘사해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세웠다. 관람객은 실물처럼 묘사한 세례자 

요한과 사실적인 자연을 교묘하게 결합한 트롱프뢰유(Trompe-l’œil: 눈속임, 

착각을 일으킴) 기법에 현혹되어 역사적 사건에 깊이 몰두한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보는 그림 속 성서  40

진리의 예언

성 요한 세례자의 증언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성 요한 세례자의 증언> 1600, 동판에 유채화, 54.3 x 43.5cm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와 사실을 인식한

세례자 요한은 눈 앞의 관람객을 향해 고백하고 증언한다.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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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adership Awards Recipients 2. The 2nd K of C Essay Contest Winners 

• High school (9th-12th) 
    Seonuk Kim(11th)
    Michelle Ha (11th)
• Middle School (7th-8th)
    Eric Whang(8th)
    Robin Hwang(8th)
• Elementary II(4th-6th)   
    Ella Choi(5th)
    Ethan Jung(5th)
    Sydney Jeon(4th)

* 1st-3rd grade students who submitted drawings/paintings, 
please stop by Knights of Columbus booth in the parish hall 
on Sundays during summer.

ANNOUNCEMENTANNOUNCEMENT

• Elementary I(1st-3rd)- drawing 
    Celina Lee(3rd)
    Nathan Park (2nd)
    Allen / Juha
    Ryan
    Clare 황예인(1st)
    Phillip K. Park
    Ryan 은성
    Laura Seo
    Diane Shin(K)

June 17, 2018 FOLLOW2018 likes

ur annual CCD Outdoor Mass & 
End-of-Year Picnic was held at Frying 

Pan Farm Park this past Sunday, June 17th. Parent 
volunteers arrived at the site as early as 8 am to 
decorate, prepare food, and set up the games. 
Meanwhile, children met their homeroom teach-
ers at the gym, received his/her team number and 
got on the school buses.

�e day started with Fr. Bang celebrating Mass 
attended by approximately 150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t the completion of Mass, Fr. Bang 
thanked to all CCD families and teachers for the 
great school year. Additionally, Knights of 
Columbus Essay Contest winners were awarded. 
After Mass, students were formed into 10 teams, 
each led by an 8th grade Team Captain, and 
proceeded to tackle a challenging 10-event game 
course. Teams compet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ring toss”, “limbo”, “noodle spear”, “Tuho 
arrows” and “potato sack race” to name a few. 
Among all the games, “volley ball” which each 
team played against the faculty was the most 
popular!

�e picnic, hosted by the PTO and room 
parents group, consisted of all the delectable food. 
At the end of the picnic, Fr. Bang presented Lead-
ership Awards to nine students who most demon-
strated outstanding leadership and Catholic 
virtues throughout the school year.

On behalf of Fr. Bang and the entire CCD 
volunteers, I’d like to thank the parish Youth Min-
istry, PTO board members, Parents and SosaYesa 
for all the help and support to make this event a 
huge success. It was a great way to celebrate 
another amazing year!

- Yunchong Boyle, CCD Asst. Principal

The St. Paul Chung Altar 
Servers had the opportunity 
to go on an annual picnic to 
Bull Run Park on June 16. 
They had a great time team 
building, participating events 
such as tug-of-war and a 
competitive game of kickball 
together. This experience has 
brought the altar servers 
closer together.

Special thanks to Fr. Bang, 
teachers, parents, SPC Liturgy 
Dept. and SPC Vocation 
Committee.

·K : Seohyun Won 

·1st : Phillip Park

·2nd : Wooil Choi

·3rd : Liam Kim

·4th : Kaci Park

·5th : Jaime Kwon

·6th : Hanna Lee

·7th : Cecilia Seok

·8th : Adrian Kim



본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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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Father’s day에 열리는 “효도 한마당”(베드로회 주관)이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가정의 화목이 바로 효도” 라며 “Father’s day를 

축하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심히 준비한 베드로회와 마음을 다해 협조해 준 전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준호 요셉 형제의 재치있는 사회로 시작한 1부 행사는 첫 

순서로 하상회에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세실리아, 마이클 부부에게 효부상을 선사해 참석자들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5, 6월에 생일을 맞은 하상회와 

안나회 회원들을 위해 다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며 축하했다. 

이어진 “좋은 친구들”(리더 지경수 요한, 노래 한승진 아녜스, 노래 이봉근 

베드로, 기타 이준호 요셉) 밴드 공연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를 

시작으로 다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불러 즐거웠고, 

베드로회 자매들이 한복을 입고 공연한 댄스와 노래는 흥겨움을 

더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 2부는 

황 로사 자매가 사회를 이어갔다. ‘행동으로 말해요’ 

게임에서는 정답을 맞히기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욱 

즐거웠으며 즉석에서 황 로사 자매가 댄스 시범을 보여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등 재미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또한 

‘하랑소리’의 부채춤, 최환용 바오로 형제(전 하상회 회장) 와 

원응식 요셉 형제(하상회 회장) 의 멋진 노래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베드로회 전원은 무대로 올라와 큰 절을 

하고 ‘어버이 은혜’를 합창했다. 

행사를 주관한 베드로회의 이준호 요셉 회장은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며 “수고해주신 베드로회 

회원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요한회, 바오로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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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금주의 행사 ▷
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 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레지오 마리애(오전 8시), 구역 봉사자 모임없음,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나눔터), K of C 모임(오전 11:30, A-1,2),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Active Senior 기본교육(오전 11:30, A-1,2,3),
CYO 성가대 종강파티(오후 12:45, 부엌 뒤), CYO WorkCamp

날짜

25일(월)

26일(화)

29일(금)

30일(토)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7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재속회 가르멜 참사회의(오전 10시)

평일미사(오후 7:30), 뿌깔파 선교단 도착, CYO WorkCamp 참가자들 도착,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8일(목)

연중 제12주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연중 제12주간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연중 제12주간

연중 제13주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7월 1일(일)

6월 24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8년 6월 17일(연중 제1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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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 7,146.47

교무금………………………………… $ 9,1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4,185.20

특별헌금………………………………… $ 300.00

2차헌금 ……………………………… $ 3,409.00

합계…………………………………… $ 24,230.47

♥ 병중에 계신분

♥ 군복무자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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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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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12주간 : 2 열왕 20-25, 요한 15장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치유 (5) : 성모병원의 역사/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톨릭 정신의 빛을 발한 성모병원

6월 28일(목) 오후 5:00-6:00
6월 29일(금) 오후 8:00-9:00
7월 1일(일) 오전 6:00-7:00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성경 필사 5년 계획

일반 : 사회 관계망

사회 관계망이 다른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1

•일시 : 6월 24일(일) 오전 11:30(나눔터)

인생 2막 후반전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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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일) 우드브릿지 미사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주차장 → 성당

성당 → 주차장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Cox Ch.30, 830 
Fios Ch. 30 

3

5

4

2
•일시 : 6월 24일(일) 오후 3시, 성당

유아세례

•일시 : 6월 24일(일) 오전 11:30(A-1,2)

 K of C 월례회의

요한회 월례회의

•일시 : 7월 1일(일) 오후 1시(B-1)

성모회 임원회의

6
•일시 : 7월 1일(일) 오후 1시(A-2)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7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7월 구역봉사자 교육 없습니다.

8
•주일학교 방학 기간(6월 24일 - 9월 2일)에는 교사
 주차 공간을 모든 교우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기본 교육

CYO WorkCamp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CYO Work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들이

6월 23일(토)부터 6월 29일(금)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봉사를

떠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18년 WorkCamp 참가자 명단(학생)

Joyce Choi, Sophia Lee, Isabell Kim, Dianne Whang,

Hee Jean Joo, Danielle Lee, Peter Shin, Paul Rhee,

Seachaan Hong, Brian Kim, Arron Whang, Chris Lee,

Jame Sun -Woo, Matthew Hargrave, Dylan Jang,

Jungwoo Kwon

▶ 2018년 WorkCamp Crew Leader Contractor (성인) 

이금화, 주희량, 김상욱, 양명암, 이재인, 강동철, 이희존,

David Hargrave

Peru Pucallpa Outreach Mission
2018 페루 뿌깔파 선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본당의 페루 선교단이 8박 9일(6월 21일-29일)간의 뿌깔파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느님의 이끄심과 축복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제7기 뿌깔파 단기 선교 명단 : 백인현 신부님, 김돈현, 이혁찬, 유제운, 차명자, 이영옥, 장희선, 임서영,
최윤지, 박레지나, 김순자, 안진이, 이진주, 이정희, 고대현, 고복님, 박상희, 김윤희, 전레이첼, 이동한, 이준한, 박경훈 (22명)



허진 변호사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RE/MAX Gateway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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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범 (알베르또)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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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소아전문치과

Dr. John Han (한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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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iatric D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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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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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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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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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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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ㆍ주일: 11:4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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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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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2018년 6월 24일교우 비즈니스 광고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