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주보
2019년 3월 3일 (다해)

연중 제8주일

제1735호

<제79차 영세자들>

[제1독서] ……………………………………………………………집회 27,4-7

[제2독서] ………………………………………… 1코린 15,54-58

[화답송] ………………………………………… 시편 92(91),2-3.13-14.15-16

[복음 환호송]

(◎ 2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복음] …………………………………………………루카 6,39-45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80] 성 요셉 찬양하세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파견성가: [19]

주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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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8주일 (루카 6,39-45)

묵상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오늘 제1독서인 집회서는 말의 중요성을 잘 설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수련되는데, 말을 들어 보면 그 사람의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마음속 생각,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주는데, 하느님께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죄가 바로 죽음을 가져다 준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독침이며,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고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강조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 곧 죽을 운명을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지닌 존재임이 드러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를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용서받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비록, 썩는 몸, 죽는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이지만,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그리스도 덕분에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지 않는 것을 입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일을 충실히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지적하는 위선자들을
3월 6일

재의 수요일

나무라십니다. 자신도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았으면서,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교회가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이
재의 예식에서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재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준다.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킨다.
바오로딸 콘텐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위선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위선자들의 입에서는 위선의 말이 나올 뿐입니다.
결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인데, 입으로 형제들을 비난하는 이는
악한 마음, 곧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 곧 선한 말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3월 6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본당 소식

축하합니다! 제79차 영세식
제79차 새 영세자를 축하하는 환영식이 지난 24일(일) 10시

주었다. 두살 된 딸을 데리고 교리수업을 마친 고가윤 엘리자벳

미사 후 하상관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하느님의

자매는 “유아세례를 받고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례해 왔지만

부르심에 응답했으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바란다”며

이번에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매번 수고하는 교리교사들과 선교부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있었다”며 “딸이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6개월의 교리교육을 마치고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같이 기도하는 모습에 매우 행복했다”

2월 22일(금)에 세례를 받은 새 영세자들에게 신자들은

고 말했다.
새 영세자들은 친지들과 대부모 그리고 봉사자들과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79차 개근상은 영세자 대표부부인 최원호 요셉, 최점순

성모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길형기

마리아 부부가 받았다. 특히 최원호 요셉 형제는 “70년이 넘게

빈첸시오 형제의 하모니카 축하 연주를 들으며 기쁨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내 인생에서 세례는 정말 큰 의미이며 이

나누었다.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대부, 대모님과 봉사자분들께 큰

뜨거움을 기억하며 '성호 긋기와 성호경', ‘성경읽기’,

감사를 드린다”며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신부님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등 매일 조그마한 실천을 하면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벅찬 감동을 전했다.

좋겠다”며 “매년 영세자들을 위해 선물을 만들어 주는 신

이번 영세자들 중 역대 최고령인 90세 이준재 모니카 자매와

카타리나 자매와 노월승 소피아 자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86세 안옥동 데레사 자매는 “신부님, 수녀님, 선교부원들께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은 “세례 때 받았던

일하는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해 큰 감동을

제80차 예비신자 입교식은 3월 3일(일)에 있다.

견진 성사자 명단: 최재연 미쉘, 고가윤 엘리사벳
세례자 명단 : 김명일 브루노, 라정윤 소피아, 엄재선 안토니오,
이영옥 라헬, 정진수 요셉, 조연숙 마리아, 남정숙 아델라,
주경삼 사무엘, 최원호 요셉, 최점순 마리아, 최한별 노엘,
이준재 모니카, 안옥동 데레사, 강태진 빌리암

묵 상

3월은 성 요셉 성월

“마음속의 불”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이 타오릅니다.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세례를 받던 그 날.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날.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렀답니다.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그 불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우리 맘속에서 타오르고 있나요?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루카 12:49)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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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식

레지오 마리애 간부 교육이 하늘의 문 꼬미시움 주최로 지난 2월

Gospel LK 6:39-45 (See page 2)

24일(일) 친교실에서 있었다. 하늘의 문 꼬미시움 산하 6개
꾸리아와 볼티모어 한인 꾸리아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 앞서

Good Tree
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old a parable
about trees. What did
He say?

I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는 소년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모님의 군인인 레지오
단원들은 서로 동료의식을 갖고 세속으로 기우는 악의 세력에
선으로서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Fill in the blanks with two
words and ﬁnd out what
are A and B.

예수 탄생 예고 축일 즈음에 하는 레지오 갱신식, 아치에스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은 레지오
마리애 간부 수칙을 다시금 되새기고, 간부별 분담 토의 시간을
통해 의문점과 개선점 등을 토의하고 경험을 나눴다.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동중부 6개 본당의 60개 쁘레시디움, 총 150여 명의 간부
단원들은 4시간에 걸친 친교와 재교육 후 밝은 모습으로 각

레지오 마리애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지난 2월 19일(화)

본당으로 돌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설 것을

1500차 주 회합을 기념했다. 평일 밤 주 회합 후 늦은

다짐했다.

시간임에도 주임 신부님과 보좌신부님, 그리고 다른 많은

<하늘의 모후 꼬미시움 단장 정선화 루시아 / 사진: 전용진 라우렌시오>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눴다.

A bears bad ______,
B
“ No Good _____

A bear good ______.
B ”
nor does a bad _____

‘자비의 모후’라는 이름은 1921년 아일랜드 더블린 시에서
설립된 레지오 마리애 최초의 쁘레시디움의 이름과 같으며
자선병원이나 재활원, 양로원 방문이 주요 활동인 것도
일치한다. 본당의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은 1990년 5월 22
지난 22일(금) 열린 울뜨레아 회합에서 6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일에

모여 시편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쁘레시디움이 분단 설립됐으며 현재는 남녀 행동 단원 10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이웃사랑을 전하며 준비된 마음의 신앙인이

명과 협조 단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 모두

되자’고 다짐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직장인이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 시간에 제약이 많지만

내려오는 데 칠십년 걸렸다’고 말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화합과 일치라는 레지오 정신으로 1500차 주 회합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르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설립되었고

2014년

7월에는

‘기쁨의

어머니’

또한 단원들은 교본 공부를 통하여 성모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만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기도 안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보는 일이 레지오 활동이 지향해야 할 특성임을 새기고
‘세금보고 세미나’(교육부 주관)가 지난 24일(일) 10시 미사 후

있다. 그렇게 항상 ‘누군가는 해야 하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친교실에서 열렸다. 차경래 대건 안드레아(공인 회계사) 형제는 대폭

있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매주 둘씩 짝을

개정된 세금 보고 내용과 절세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주었다.

지어 지역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있다.

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앞으로도 전 단원이 성모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다른
봉사활동도 찾아서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이 전통적 특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This Wednesday is the first day of Lent, Ash Wednesday. Lent is a
special time when we prepare ourselves for Good Friday and Easter
Sunday.
If you go to Mass on Ash Wednesday, the
priest will make a little cross on your forehead with ashes. The ashes remind us that
people were made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that some day we will die and
go back into the ground.
It is good for us to remember that we will die one day. It helps us
realize that God put us here and that we need Him all the time. If we
remember how much we need God then we will think of Him more and
love Him more. What is something you can do this Lent to remind yourself everyday that you need God? <http://www.thekidsbulletin.com>
ANNOUNCEMENT
○

2019 Student Confirmation Class
• Parents’ Orientation : Mar. 13 (Wed), 8:00pm, Hasang Bldg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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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This month’s Junior High activity was
held at Bowlero bowling alley in Centreville, Virginia. We had a total of 28
students and four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fun event.
The students were divided by grade
level teams and bowled with
their teachers. We had a
diverse group of bowlers
who ranged from
beginners to experienced; we even got to
see many of our first
time bowlers hit a
strike with beginner’s
luck! Our students
demonstrated outstanding
character by celebrating those
who could score a strike, along with those
who could only get gutter balls.

We had an unlimited pizza and drink
station where students were super eager
to get their food in between their bowling
turns. It was so good to see our student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a social
environment. The teachers enjoyed
seeing how fun, energetic, and
super friendly our students
were. Most of all, the
event was a huge
success because our
students showed us
their strong sense of
community
and
fellowship.
Thank you to all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who came out. We
hope to have more students join in on the
fun next time!
Autumn Koo, 8th grade teacher

On Saturday, February
23, Altar Servers went to
the Museum of the Bible
with Fr.Kang. There,
they learned a lot about
the bible and had a great
time. They went to the
Old and New Testament
exhibit and went to the
city of Nazareth. After we
had lunch, we had time
to look around the museum. Servers were able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the
Bible and different versions of bibles out in the world. -Yong Woo S. Kwon

On Sunday, February 24th, Students’ Liturgy Service had a monthly
meeting and discussed future plans. Father Kang came and blessed
us, and students were very excited and thankful to him. If you want
to join the Liturgy Service, please contact Mr. John Seok.
CONTACT

Mr. John Seok (703) 581-3719

his week, I went to the bible museum
with my altar server members. We
got to learn many things that we’ve never
known about in the bible. My favorite part of
the bible was the first part we saw. It had to do
with the Old Testament. It briefed it up into a
short adventurous story with many animations
around us. We had to walk to rooms with
different kind of transitions and heard and
learned the message God was trying to give
us. Not only did I get closer with God and my
altar server members, but I really felt his
presence there. -Saechaan Hong, President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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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일시 : 3월 6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단식과 금육)
•작년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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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2019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6,000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전신자 사순 특강 Ⅰ (영상 피정)

전신자 사순 특강 ⅠⅠ

•일시 : 4월 14일(일) 오후 1시 - 3시
•주제 :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강사 : 허규 베네딕토 신부(가톨릭 대학 성서학 교수)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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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예비신자 입교식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문의 : 원철희 토마스(703)203-0332, 사무실(703)968-3010

하상 성인학교 강사 회의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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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 성인학교 개강
•일시 : 3월 5일(화) 오전 9시(하상관 #110)
•수강생과 강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 : 3월 3일(일)
•문의 : 김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9

월 - 금, 오전 9:30 - 오후 3:30
•접수 : 3월 9일(토) 오전 9시 오후 12시(교무실)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학비 : 등록비 $50 / 첫째 $540, 둘째 $520, 셋째 $500
•본당 웹사이트에서 등록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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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 교사, 교무, 보조 / 자원봉사자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교사 지원서 (2019년 4월 13일 마감)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 email : oyouk3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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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8주간 : 2 마카 10-15, 로마 11-12

KACM TV 하이라이트
3월 7일(목) 오후 5:00-6:00
3월 8일(금) 저녁 8:00-9:00
3월 10일(일) 오전 6:00-7:00

•티켓 판매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Raffle 티켓 $5/1장)
•판매 기간 : 4월 14일까지
•상품 : 자동차 5대, 현금($20,000)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WorkCamp)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 : 하성수 다니엘 (703)20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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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사자 모집

•주일 8시, 10시 미사 의료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와 병자성사(알링턴 교구 주교님 집전)

Daylight Saving Time 시작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미사 · 묵주기도 : 매월 둘째 주 금요일(3월 8일)

다음 주일(3월 10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주의 행사 ▷
축일

3월 3일(일)

연중 제8주일

4일(월)

연중 제8주간

5일(화)

연중 제8주간

6일(수)
7일(목)

재의 수요일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8일(금)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9일(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사순 제1주일

가톨릭 뉴스
싼티아고 가는 길 2편 : “거룩한 바보들의 길” 프랑스 지역
4개의 길이 하나로 모이는 순례길을 따라간다.

●

감사합니다
제79차 새 영세자들이 본당에 $1,820.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2월 24일(연중 제7주일)
주일헌금 ………………………………… $7,697.00
교무금………………………………… $11,9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370.00
특별헌금 …………………………………… $300.00
2차헌금 ……………………………………… $0.00
합계…………………………………… $24,32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등록 : Kevin Fischer, KM(Moonfish3@verizon.net) 또는 사무실

•일시 : 3월 8일(금)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날짜

Cox Ch.30, 830
Fios Ch. 30

●

K of C Car Raffle 티켓 판매

(3901 Woodburn Rd Annandale, VA)

병자 영성체

3월 10일(일)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2019년 여름 하상 한국학교 교사, 교무, 보조교사 모집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3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St. Ambrose Catholic Church

성모회 임원 회의

•일시 : 3월 3일(일) 오후 1시(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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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안내

•수업 기간 : 2019년 6월 17일 - 7월 26일(6주)

20

•일시 : 3월 3일(일) 오후 1시(B-3,4)

11

16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청소년 사도회

10

꼬미시움 월례회의

월 - 금, 오전 9:30 - 오후 3:30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B-1,2)

7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B-3,4)

•수업 기간 : 6월 17일 - 7월 26일(6주)

구역임원 교육

6

단체장 회의

•일시 : 3월 10일(일) 오후 1시(B-1,2)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1시 - 3시
•주제 :“사도 베드로의 회개의 삶을 따라 사랑과 소명의 삶 살기”
•강사 : 김 데레시아 수녀(바오로의 딸)

4

사순 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 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시고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제1주일 : 꾸르실료
● 사순 제2주일 : 레지오 마리애
●
사순 제3주일 : M.E.
●
사순 제4주일 : 파티마 사도직
● 사순 제5주일 : 성령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5

7

십자가의 길 기도

공동체 기도회

•일시 : 3월 9일(토)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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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 회의 (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4), 성인학교 강사회의(오전 11:30, A-3)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성인학교 개강(오전 9시, 하상관 #110),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친교실), 예절 및 미사(오전 11시, 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평일미사(오전 6시)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20, 하상관),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평일미사(성소와 성소 후원회를 위한 미사, 오후 7:30)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4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1,2), 주일학교 교사회(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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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ㆍ알링톤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구역부에서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구역
페어팩스 3, 버크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라우든, 프린스 윌리암, 페어팩스 2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재활용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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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25-1191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2019년 3월 3일

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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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벳 백화점
배석범 (알베르또)

703-288-1515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703-508-7743

소아전문치과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703-785-4494

베스트 사인

재노 오 부동산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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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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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 노인 복지센터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678-5301

703-988-2044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ASSA 종합보험

Kim’s Auto Service
703-425-4600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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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roup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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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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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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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곤 (바오로)

CORE 물리치료

레드핀 소독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703-865-6455

페어팩스 부동산

민 자동차 정비

www.fairfaxrealty.com

703-869-9691

Nina Park

703-303-6993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프렌즈 홈/데이케어
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데이케어, 홈케어

Vienna, Tysons Corner 근처

센터빌 (IHOP 건너편)

703-828-3373

703-543-6008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스킨 스튜디오

Woodbridge 지역

일인 피부 관리실

메디케어, 각종 보험

유연수 (안젤라)

571-659-2540

703-5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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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원 통증ㆍ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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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Michael D. Kim, MD

703-865-5437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266-1983

Pediatric Dental Care

703-591-4100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647-0292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문스 자동차 정비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
·
·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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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