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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제1711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8-39)

<송도성당에 살아 숨 쉬는 김대건 신부님의 고귀한 정신>, 고진오 요셉 作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8,31ㄴ-3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복음 환호송]

(◎ 5)

◎ 알렐루야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 루카 9,23-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87]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197] 나그네 양식이요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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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묵상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한국 천주교회는 역사가 짧지만 수많은 순교자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명예와 재산, 가족마저 잃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잃고 말지요. 그런데 도대체

24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까?

당시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지요. 오랫동안
사회를 지탱해 주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치관,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삶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던 그들은
그리스도교에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yet lose or forfeit himself?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그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when he comes in his glory

가장 깊이 매료되었던 점은 인간 존중 사상과 인간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평등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이
빠른 시간 안에 널리 퍼질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의 학문적 연구로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지 몇 백 년이 지났음에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한

가치와 대립하는 살인, 자살, 낙태 등 생명 경시

것이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풍조, 인간 복제, 유전자 조작, 환경 파괴, 물질주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등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그 옛날 신앙 선조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참된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신앙의 후손인 우리가 인간
존중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세상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는 하나하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성경 교리

복음과 성화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려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2012년 인천 가톨릭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 한국순교성인 성당을
축복하면서 고진오 요셉은 <송도 성당에 살아 숨 쉬는 김대건 신부님의
고귀한 정신>이란 제목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그렸다. 작가는
제작의 변에서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려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내내 그분의 크신 뜻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송도 국제 성당에도 그분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이 살아 숨쉬기를 기원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송도 국제 성당의 신자들은 서로
일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도성당에 살아 숨 쉬는 김대건 신부님의 고귀한 정신>, 고진오 요셉 作

이 작품을 보면 문학진 토마스 화백이 그린 두 개의 작품이 떠오른다. 작품 오른쪽에 있는 성 김대건
신부님은 명동성당에 있고 1983년에 그린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같고, 왼쪽 하늘에 있는 선녀를
닮은 천사들은 혜화동 성당에 있고 1976년에 그린 <한국순교성인 103위>의 천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갓을 쓰고 백색의 두루마리를 입고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 영대를 두르고 있다. 그분의 얼굴은 26세에 순교한 것을 감안하여 젊지만 근엄하게

십자가라는 이름의 길

그렸다. 그분의 왼손에는 복음서가 펼쳐져 있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십자가와 묵주가 들려 있다.
그분은 짧은 사제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고, 고난 중에는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분의 고귀한 정신이 송도 국제 성당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선녀 모양을 한 천사들이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송도지역과 송도 국제 성당에 가득하길 축복하고
있다. 천사들 아래 구름에는 갓과 십자가와 순교자의 피가 송도 국제 성당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그려졌다. 송도 국제 성당에도 그분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이 살아 숨쉬기를 기원하는 화가의 열망이
구름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화가가 바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송도 국제 성당의 뜰에는 붉은 장미로 가득하다.
또한 화가가 희망하는 것은 김대건 신부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이다. 세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유혹하지만, 세상을 향해 우뚝 피어 있는 백합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을 교회가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주신 십자가는

순교에 앞서 일부 대신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박학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탄복하여 배교시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배교를 강요했으나, 김대건 신부님은 도리어 관리들을

길을 걷는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교화시키려고 했다. 지식과 재능을 세속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을 화가는 이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길을 찾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십자가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17.22)

임의준 신부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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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사

하상회와�

안나회원들을�

위한

다양해진� 음악으로� 잔치를� 더욱

후 ���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준호� 요셉(베드로회 회장) 형제는

추석잔치가� 지난 ��일(일) ��시� 미사
가운데�친교실에서�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하느님의

사랑과�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회원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비록�타국�땅이지만�다가오는�추석을
맞아�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월에� 생일을� 맞은 ��명의

흥겹게�이끌었다.

“추석잔치에� 베드로회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특별히

‘좋은� 친구들’의� 리더인

지경수� 요한� 형제님과� 잔치� 때마다
우리의�

전통을�

미국�

땅에서

일깨워주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랑소리팀에게도� 감사드린다”
전했다.

고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서� 웃고

형제, 자매들은�따뜻한�축하를�받으며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참석자들은� 도시락과� 떡, 케잌� 등을

기원했다. 하상회, 안나회� 회원들은

함께� 케잌을� 자르고� 기쁨을� 나눴다.

나누며 ‘하랑소리’ 공연을� 즐겼고
노래자랑�

순서에서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노래� 솜씨에� 모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친구들’은�

본당�

새로운�

밴드팀
멤버�

‘좋은

구성과

감사한�

마음”이라며�

만수무강을

“신부님과� 전�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눈� 시간이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
4.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 서비스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고용, 주택 구입 및 판매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을 받았을 경우 카운티에서 조사하여

1. 위험에서 보호해 드리는 서비스

규명해 준다.

학대, 방임 및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시니어를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가 지난 10일(월)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에서 열렸다. 신자들 40여
명과 카운티 봉사자 그룹(Ambassadors) 중
35명이 참석하여 시니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가능한 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5. 장기 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한 다른 곳에서

시니어들이 장기 요양보호 기관들을 선정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재택 서비스

6. 교통 편의 제공 서비스

필요한 시니어에게 집안 정리, 세탁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 할인 바우처 제공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병원 및 의원을 위한 차량 제공

3. 음식 배달 서비스

(Fairfax 카운티 목적지에 한함)

음식을 준비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음식 배달

·집에서 메트로 역까지 차편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차편 제공 가능
(NV Ride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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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O Freshman

September 16, 2018

The CYO Freshmen BBQ was a great
way to start off the 2018-2019 school year.
The BBQ was a great opportunity to all
mingle, introduce each other, play games,
and have fun with all of the other students
in CYO. It was so heartwarming to see all
of the upperclassmen reach out to all of the
new students and freshmen in CYO.

Eugene Lee, 9th grade

The freshmen barbecue was great. I had a chance to meet
new upperclassmen and had lots of fun. I think this was a
great way to start my first year in CYO!

It's only the beginning but I can already
see new friendships forming and all of the
students being a part of one big CYO
family. Seeing all of this unfold is making
all of us very excited for the rest of school
year. I can't wait to see the students form
everlasting friendships and to be a part of
something bigger, together!
Ms. Susan Hong,

Retraining session for 2018 First Communicants
September 12, 2018
Last Wednesday, Sep.12, there was
retraining session for 2018 First Communicants.
After the communicants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they began to
live through the Sacramental life that
Jesus, our Lord, who gives us supernatural grace. To live the daily life of God’s
love, the communicants learned how to
exercise examination of conscience
which can lead us to make good confessions. It emphasizes communicants to
have the chief qualities of a good
confession which are humble, sincere,
and entire. Moreover, when we take a
good bath in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in the Sacrament of Penance, the
cleaner our souls will be to approach the
table of the Eucharist.

We, the communicants have
discussed about the needs and worthiness of receiving Holy Communion.
The laws enacted by Pope Pius XII
regarding the fast required before Holy
Communion and how should we show
our gratitude to Our Lord for always
remaining on our altars in the Holy
Eucharist.
It was a significant lesson that the
communicants and I have reviewed the
importance of Sacrament of Eucharist
and Penance once more.
I appreciate the parents and students
who shared their time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post forum.
Michaella Youngsin Nam,

3rd grade First Communion Catechist

9th grad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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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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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 Jaehwa Lee 이재화 신부

Worked at my Dad’s fish store in North Philly back in the
80s. Helping him out at his store was cool! Cleaning and
selling fishes were just awesome! Now, I am more excited
in catching men for our Dad in heaven! Exciting! For real!
“Can I really be happy?”
I can and I will! This realization comes to us from deep
within, as if we discovered a new self - a new wholesome
being! Moreover, we want to spread this discovery to
others. This is vocation: to be almost mesmorized to tell
others how we can restart, reboot, reconfigure, re-me to a
new wonderful life!

Fr. Jaehwa Lee has a B.S. from Columbia University, M.S.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an M.Div. from St. Charles
Borromeo Seminary, Archdiocese of Philadelphia. He has been
serving the Newman Catholic Campus Ministry in the University

Sr. Hedwig Sungha Park 박성하 수녀

Hi, everyone,
I am Sr. Hedwig Sungha Park, a junior sister of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I received 4 years of formation as a missionary at the
Formation House in Mexico City and experienced missionary life at various communities in Mexico.
Recently, I had many chances to work with young adults
at the Regional House in Los Angeles and helped the Supporter’s Association during the last year. And now,
I am working as a parish sister at the St. Robert Bellarmine
Catholic Church in Bayside, New York.
I’m anxiously waiting for the 2018 Vocation Conference
at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I’m going to share my
vocation story, named ‘Dream and My Choice’. Hopefully
you and I can get closer to our Lord through this precious
time which God permitted us with His great love.
See you soon!

City area including Drexel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Sciences
in Philadelphia, a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ior to the Newman Ministry, he has served as Parochial
Vicar or Pastor in two parishes of the Archdiocese of Philadelphia.He was appointed to the TriCo Newman colleges in 2011.
He loves riding his bicycle, scooter, texting (not when he is
riding), Facebook, etc, and singing Karaoke.

Youth Liturgy Service News

We are accepting application to join
Youth Liturgy Service
Please contact Mr. John Seok

Youth Liturgy Service is open to anyone
attending Parish Sunday School from age group 6th-12th grades.

Email : aranghyunbin@gmail.com
Phone : 703-581-3719
MEETING

Every 3rd Sunday of the month at 12:45 pm
in Sunday school 3rd grade classroom
VOLUNTEER HOURS

For volunteer hours submission, contact Mr. John Seok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미사 일시 : 9월 24일(월) 오후 8시
•합동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오전 6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2

11

복사단 모임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12

K of C 정기 모임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A-3,4)

6

시민권 취득에 관한 특별 세미나(교육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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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례 절차 세미나 (연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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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당 묘지 구입(20%할인) 및 정리
•일시 : 10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문의 : 홍의훈 요셉 (703)96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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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에 픽업합니다.

불우이웃 돕기 5K 뛰기 / 걷기 대회 (복지부 주최)
•일시 : 10월 20일(토) 오전 7:30 -10시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신청 : 10월 14일까지, 매 주일 8시, 10시,

교우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 훈련
•일시 : 9월 30일(일) 오전 11:10 -11:30
•장소 :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8

성 정 바오로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ㆍ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합니다.

주일 미사(오전 8시, 10시) 미사곡 변경
ㆍ자비송 : 320
ㆍ대영광송 : 321
ㆍ복음 환호송 : 366 ㆍ거룩하시도다 : 322
ㆍ주님의 기도 : 388 ㆍ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ㆍ하느님의 어린양 : 324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일반: 아프리카의 젊은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24일(월)

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한가위

25일(화)

연중 제25주간

26일(수)
27일(목)
28일(금)

연중 제25주간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연중 제25주간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9월 23일(일)

29일(토)
9월 30일(일)

연중 제26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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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지오 야외행사(오전 11:30, 나눔터)
평일미사 없음, 추석 합동 위령미사(오후 8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바오로 자매 모임(오후 8시), CLC 모임(오후 8시)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혼배미사(오후 3시, 성당)
주일학교 화재 대피 훈련(오전 11:10), 장례절차 세미나(오전 11:30, A-1,2),
본당 승격 25주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오후 1시, South Riding Golf Club),
우드브릿지 미사 없음

7

2차 헌금
오늘은 Mary Queen of Heaven Missionari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25주간 : 에즈 1-5, 사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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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9월 23일(일) 오전 11:30(B-3)

5

(세계 제26차 기도와 금식 주간)

참석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정선화 루시아 (703)399-9971

•일시 : 9월 23일(일) 오후 1시(B-1,2)

4

International Week of Prayer & Fasting
•일시 : 9월 29일(토) 오전 8시 - 오후 4시
•장소 : National Shrine (D.C)
•본당에서 하늘의 문 꼬미시움 · 레지오 단원 3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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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공지사항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27일(목) 오후 5:00-6:00
9월 28일(금) 오후 8:00-9:00
9월 30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특집 :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만나다. 2천여년 전
생생하게 목격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여행기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9월 9일(연중 제23주일)
주일헌금 ……………………………… $ 7,724.00
교무금………………………………… $ 9,1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1,410.00
특별헌금 ………………………………… $ 470.00
2차헌금 ……………………………… $ 3,790.00
합계…………………………………… $ 22,54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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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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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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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한준수氏 자 : 한상준(미카엘)
◈ 이정일氏 녀 : 이로사(로사)
• 일시 : 9월 29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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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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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범 (알베르또)

소아전문치과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703-508-7743

703-266-1983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703-99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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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냉난방

민기호 내과

Euromotor Cars
Mercedes-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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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703-451-3322

571-331-6811

하얀나무치과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영스 히팅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에어컨, 히팅

대표 김 아네스, RN

703-728-3160

그레이스 홈 케어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703-865-7370

정수정 부동산

Oh My Dog

Keller Williams Realty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정수정 (안나)

703-678-5301

703-855-8575

ASSA 종합보험

Kim’s Auto Service
703-42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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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조셉 변호사

CHA GROUP

자동차 정비

703-64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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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차 공인회계사

703-260-6060

703-678-8848

세금보고 & 회계업무

영스 노인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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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field

베스트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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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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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785-449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골프 레슨

이용희 변호사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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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32-7155

703-303-2211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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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물리치료

웨딩사진 전문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678-9215

레드핀 소독

민 자동차 정비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69-9691

703-881-1155

703-988-2044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김응권 척추신경

김명곤 (바오로)

Soowonlee.com

703-865-6455

데이케어, 홈케어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센터빌 (IHOP 건너편)

Nina Park

703-543-6008

703-303-6993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www.GroupCha.com

센터빌 703-8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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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703-472-320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ㆍ병자영성체 :
ㆍ유아세례 :
ㆍ혼인성사 :
ㆍ병자성사 :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미사 시간 (MAS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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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