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10호연중 제24주일2018년 9월 16일 (나해)

하상주보
[제1독서]………………………………………… 이사 50,5-9ㄴ

[화답송] ………………시편 116(114─115),1-2.3-4.5-6.8-9
 (◎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야고 2,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음] ……………………………………………… 마르 8,27-35

[성가 안내]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 입당성가: [1] 나는 믿나이다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90] 지존하신 성체  

• 파견성가: [60] 주의 이름 찬양하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 8,34-35) 

<십자가의 길 성화>, 김용각 베드로 作, 서울대교구 한강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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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4주일 (마르 8,27-35 | Mk 8:27-35)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Jesus and his disciples set out for the villages of Caesarea Philippi. 

Along the way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at I am?”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And he asked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said to him in reply, “You are the Christ.”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be killed, and rise after three days. 

He spoke this openly. 

At this he turned around and, looking at his disciples, 

rebuked Peter and said, “Get behind me, Satan. 

You are thinking not as God does, but as human beings do.”

He summoned the crowd with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Whoever wishes to come after me must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at of the gospel will save it.”

제79차 예비신자 입교식이 지난 9일(일) 하상관에서 진행되었다. 

 예비신자들과 친지들을 비롯하여 선교부원과 교리교사,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기소개에 이어  백인현 주임신부의 첫 교리 강의를 들었다. 

 백인현 신부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신앙생활을 

통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비신자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6개월의 교리과정을 거쳐 2019년 

2월 22일 영세를 받을 예정이다. 

제79차 예비신자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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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새로움, 그리스도의 새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전체를, 곧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 모두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새 누룩으로 새 

반죽을 만드는 변화를 가져오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로움은 절대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우리를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곧 정신과 육체와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복음의 ‘새로움’과 세상의 ‘새로운 것들’

교황은 코린토 신자들이 복음의 완전한 새로움을 깨닫지 못했음에 

주목했다. 복음의 새로움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혹은 이방인의 

생활습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생활방식이 아니다. 복음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삶에서 우리를 동반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파견하신 성령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현혹된(delle novit )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움에 

속한(di novit )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세상의) 새로운 것들’

에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상에서 

제기된 새로운 것들(delle novit )을 따라 살지만, 완전한 새로움(tutta la 

novit )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la 

novit )’과 세상이 우리에게 살도록 제안하는 ‘새로운 것들(le novit )’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좋지만 위선자는 안됩니다

교황은 “바오로 사도가 단죄했던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 아는척 하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며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움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강조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 ‘아,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인이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새로움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속적인 새로운 것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안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은 예수님의 

길과 같다”며 “그것은 곧 순교를 향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순교는 

항상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길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기 위한 거대한 

고발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되고, “복음선포를 희석해서도” 안된다고 강론을 

마무리했다.  www.vaticannews.va/

“복음의 새로움은 이중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새로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0일(월)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미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복음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며 위선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년 레지오 Pr. 1000차 주회를 기념하는 축하식이 지난 9일(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간 소년 레지오 Pr. 을 거쳐간 
단원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나누며  오랜 세월 묵묵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소년 레지오  Pr.에 더 많은 가입을 희망하며, 어린 자녀를 두신 
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연령: 유치부 어린이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하상 한국학교 개학식이 지난 9월 8일(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상 체육관에서 열렸다. 

 하상 한국학교는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의 글과 문화를 기쁘게 

배우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역사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하고 알찬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사 일정은 2018년 9월 8일부터  2019년 5월 18일까지 총 32주며,  수업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 문의: 육옥영 교감 (703-598-5540

2018-2019 년도 하상 한국학교 개학식소년 레지오 Pr.1000 차 주회 기념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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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day of  Sunday school

Dear St. Paul Chung Sunday School Families,

Welcome to the 2018-2019 Sunday School Year at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First of all, on 
behalf of Rev. Bang and our entire catechists and 
staff, I want to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hare 
the love of Jesus and our Catholic faith with your 
children.  

Our teachers have been busy preparing lesson 
plans and activities to provide your children with 
meaningful and enjoyable Sunday School experi-
ences.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
tions about the Sunday School program or any 
special needs you child may have.  

By partnering with you, we are looking forward to 
an exciting year with your children.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Sincerely yours in Christ,

- Yunchong Boyle (Clare, CCD Asst. Principal )

Dear Parents and Students,

Welcome to Saint Paul Chung CYO. I am excited to 
begin the new year with a strong group of teachers!

We have A LOT of events planned for this year 
including a cool vocation seminar with some 
fantastic Fathers, the Rally hosted by Arlington 
Diocese, CYO Lock In and Winter retreat, Ski trip 
and more!

Our mission in CYO is to help guide and grow 
your understanding, relationship, and knowledge 
of Catholicism, which includes God. Our “being” 
starts with God’s love with us. As Fr. Bang mentions 
before his homily, “사랑합니다” which means “I 
love you”. 

We are looking forward for a fantastic year! 
Please continue to come out to events! You won’t 
want to miss out! 

- Mr. Augustine Rhee (CYD Asst. Principal )

September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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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 Rev. Myeong Jun Bang(방명준)

• CCD Assistant Principal(K - 8th) : Yunchong Boyle(보일 윤정)

• CYO Assistant Principal(9th- 12th) : Augustine Rhee (이희존)

Keen 
Kindergartens (K)

Fabulous 
First (1st)

Super 
Second Grade (2nd)

Terrific 
Third (3rd)

Fantastic
 Fourth (4th)

Ferocious 
Fifth (5th)

Sixth Grade 
Sages (6th)

Serious 
Seventh (7th)

Energetic 
Eighth (8th)

Lead Teacher   Jee Eun Kang(강지은)
Asst. Teacher   Kyoung Joo Kim(김경주) 

Lead Teacher   Susan Hong(홍명주)
Asst. Teacher   Yong Woo Stephano Kwon
                         (권용우) 

Asst. Teacher   NaYoun Park(박나연)

Lead Teacher   Justina Leesun Park(박이선)
Asst. Teacher   Monica Ha(하모니카)

Lead Teacher   Emily Sung(성화령)
Asst. Teacher   Lydia Yu(김영경)

Lead Teacher   Estel Lee(이에스텔)
Asst. Teacher   Sohyun Kwon(권소현)

Lead Teacher   Elisa Rhee(리윤주)
Asst. Teacher   TBD
Lead Teacher   Yonho Kim(김연호)
Asst. Teacher   Joann Kim(조앤김)

Lead Teacher   Hyung Joon Lim(임형준)
Asst. Teacher   Helen Hwang(헬렌황)

Lead Teacher   Elaine Lim
Asst. Teacher   Paul Baek(백석현)

Lead Teacher   Moon Chung
Asst. Teacher   Junhan Lee
Lead Teacher   Jennifer Hwang(황지원)
Asst. Teacher   John Kim

Lead Teacher   Autumn Koo(구아름)
Asst. Teacher   Yoon Hwang(황윤하)

Lead Teacher   Chungsuk Oh(오정석)
Asst. Teacher   Helen Hwang(헬렌황)

Lead Teacher   Yongsin Nam(남영신)
Lead Teacher   Wolkyun Shin(신월균)
Asst. Teacher   Selly Nam(남민우)

No Non-Sense 
Ninth (9th/Freshman)

Tenacious 
Tenth (10th/Sophomore)

Eleventh Grade 
Einsteins (11th/Junior)

TGIF Twelfth 
(12th/Senior)

Lead Teacher   Soo Jung Woo(우수정)

First Communion

Confirmation

Substitute

Coordinator   Kwanghui Lee(이광희)

Grace Sung Min Cho(조성민)

Gym Activity

Orchestra 
& Music Activity

Jr. High Activity

Student Liturgy

TBD  

Student Body Council Autumn Koo(구아름)

John Seok(석성현)

Stephen Sheiko
Seonhwa Jeong(정선화)

• Special Activities

From MIT to the Priesthood
        “Study hard so that you can go to a good school! 

Then, you will get a great job. Then, you will be happy!” 

I believed this teaching of the world. I graduated from a 

prestigious school and worked at a consulting firm. 

But, I was not happy. I encountered Jesus Christ through 
helping the poor and the sick in Haiti. Following the call of 
Jesus, I was ordained a priest. I would like to share this 
story.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8

| SATURDAY, OCTOBER 6, 2018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Fr. Chris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and his family moved to 
California when he was 15. In high school, he converted to the Cathol-
icism from the Protestantism. He studied Mechanical Engineering in 
UCLA (B.S.) and MIT (M.S). He worked as a analyst at Accenture in 
Boston. After entering St. John's Seminary in Boston in 2010, by the 
grace of God, He was ordained a priest for the Archdiocese of Boston 
in 2016. He is a parochial vicar of St. Columbkille Parish, Brighton, 
MA where he also does the Hispanic ministry as a Korean-born priest!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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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금주의 행사 ▷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8시 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 
KofC 월례모임(오전 11:30, A-3,4), 시민권 취득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2), 레지오 야외 행사(오전 11:30, 나눔터)

하상회·안나회 모임(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주일학교 임원회의(오후 1시), 베드로회(오후 1시, B-1,2), 
CYO Freshmen 환영식(오후 1시, 나눔터)

날짜

17일(월)

18일(화)

21일(금)

22일(토)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9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복사단 피정(오전 9시-오후 6시, 성당), 
M.E 봉사자 모임(오후 7시)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임원회의(오후 8시, B-1,2)
20일(목)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연중 제24주일

9월 23일(일)

9월 16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8년 9월 9일(연중 제2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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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 7,889.00

교무금………………………………… $ 9,04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5,890.00

특별헌금………………………………… $ 300.00

2차헌금 ……………………………… $ 2,862.00

합계…………………………………… $ 25,9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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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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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래(아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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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천(제임스)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24주간 : 2 역대 34-36, 사도 12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 치유 : 성모병원의 역사(마지막 회). 한국 최대
  규모의 양적 성장과 첨단 의술로 사랑을 실천해 온 
  가톨릭 의료기관의 과거와 방향

9월 20일(목) 오후 5:00-6:00
9월 21일(금) 오후 8:00-9:00
9월 23일(일) 오전 6:00-7:00

♡ 혼인공시

◈ 한준수氏 자 : 한상준(미카엘)
◈ 이정일氏 녀 : 이로사(로사)
• 일시 : 9월 29일(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성경 필사 5년 계획1

Cox Ch.30, 830 
Fios 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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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21일(금) 오후 8시(B-1,2)

사도임원회

•대상 :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 6학년까지
•신청 : 9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1-0333

복사단 학생 모집

•일시 : 9월 23일(일) 오후 1시(B-1,2)

복사단 모임

•일시 : 9월 16일(일) 오전 11:30(A-1,2,3,4)
•행사 관계로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30에 
   픽업합니다. 

하상회 · 안나회 월례회의 및 추석잔치

•일시 : 9월 16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 9월 16일(일) 오후 1시(B-1,2)

베드로회 모임

11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나눔터)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가족동반)
•문의 : 권 빈첸시오 (571)331-6811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

12

•일시 : 9월 29일(토) 오전 8시 - 오후 4시
•장소 : National Shrine (D.C)
•본당에서 하늘의 문 꼬미시움 · 레지오 단원 30여 명이 
   참석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바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정선화 루시아 (703)399-9971

16
•일시 : 9월 30일(일) 오후 1시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Green Fee : $100 (점심, 저녁 포함)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성 정 바오로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17
•일시 : 10월 20일(토) 오전 7:30 -10시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신청 : 9월 16일(일) - 10월 14일(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성당 로비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불우이웃 돕기 5K 뛰기 / 걷기 대회 (복지부 주최)

18

15

•일시 : 9월 29일(토) 오전 9:30(9시 미사) – 오후 3시
•장소 : Good Shepherd Catholic Church
  18710 Mount Vernon Hwy, Alexandria, VA
•강사 : Dr. Michael Horne, Psy.D.(임상부장)
•등록은 9월 26일까지 RSVP:
 events@arlingtondiocese.org 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성 약물 위기의 시기에 희망과 치유 찾기
(알링턴 교구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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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일시 : 9월 24일(월) 오후 8시
•합동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ㆍ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합니다.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일시 : 9월 30일(일) 오전 11:30(A-1,2)
•내용 : 장례절차와 연령회의 역할
•강사 : 홍의훈 요셉 연령회장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300-5420
•세미나 시간 관계로 이날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1시에 픽업합니다.

장례 절차 세미나 (연령회)

13

• Virginia Tech : 9월 20일(목) 오후 5:15
• University of Virginia : 9월 21일(금) 오후 5:30
• 문의 : 한승진 아네스 (703)470-2171

대학교 방문 미사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 집전)

International Week of Prayer & Fasting
(세계 제26차 기도와 금식 주간)

•일시 : 10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문의 :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성당 묘지 구입(20%할인) 및 정리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A-1,2)
•강사 : 박춘선 골롬바(예진회 대표)
•내용 :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스폰서 법적 문제, 통역 도움 등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시민권 취득에 관한 특별 세미나(교육부 주관)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A-3,4)

K of C 정기 모임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B-3)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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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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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3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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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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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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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교우 비즈니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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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