ェᦀ⋃ᔽ
ᬫセㅣ 㽛

⪓Ⰳ㈃㋣ㅣ

㈃䀟

ཻພમ๕ಛལಓੂགྷಠৡ້དྷ
ั໐༬༫೦ལਔ࿏ኴ൬࿘

⋏㡛 

ⲓ㻻ㄿ⪓ⅳ!:LOOLDP'\FHᬫⲋ㤻㲧Ↄể⎤◟Ⰷᛧ

>㈃ᶬ⬃@ 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 ໋ഝ

>㈃ᶬ⬃@ 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 ಠ೦

>䀻᳜⮈@ ÄÄÄÄÄÄÄÄÄÄÄÄÄ້ቁ  

>⛜ㄳ䀿䀟⮈@



û ೫༜໋ੵೞເோვ൚൬࿘๕

û˳იဴ

ûၔଇৡྰယྏኆમਨ້ྋ๕

ù ั౫࿚೨࿘ಠึၴ༮ਭ


ኁལ๕ྂഠ೫༜࿘ಠิû

>⛜ㄳ@ 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Ä ಹᅃ
ù ၴ੶ጇ࿘໋ඤኳ༪ัလኁ໋ੵ༬ལഃഹ
 ၔમ༪ಬདྷ౧Îቹ໋ჭิኁ
 ੵમၴኁÏû
ù ତལਔኒৡྂၴ༮ਭჯ೧ལဇ༷བྷ༤ோനኁೞ౧
 ੵட໋ჯัལਔഝಛኁ້དྷৡৡഠၴᅩၔ້ೞ౧û
ù ኒཫ൭යೞལდ౧ჯั࿘ಠତೖ൬ჾၔೞ౧
 ତௌัྏึഠั࿇ೖਅஊਭጋัྏഹೖၼ൰࿘ೞ౧û
ù ੵৡೖལੵೖኁཫၔਭକ༯ལ
 ੵೖདྷೞ౧ੵৡೖයങੵལਔணஜኁਭ
 ଇৡྰକৡੵྏኆમ࿘ഗੵೖኊ൴້ᅩཷཻಥਔኁೞ౧û

>⬘ᗧ⼯@
tㅬ᳠⬘ᗧ >@ ㎧០㽃៣ⳓ⾷
t⛰㾳⬘ᗧ >@ ᩿ㄿ⫄⑬ể⎓Ჯ
t⬘㚛⬘ᗧ >@ ㋣⿓ㅫ㼿⭳⬃

>@ ᩿ᬋ⽸Ⳅㅛほ
t㳳ᚓ⬘ᗧ >@ ㄧ䀃≃゛䁳ᘃㄿἳ

2

ัຠဤၔ ಹᅃ 

ཻພમ๕ಛལಓੂགྷಠৡ້དྷ࿏ኴ൬࿘

묵상

ੵఛལཻພમ๕ಛ࿘ಠৡდྦஔ৭ལ๕༪ྂ

성경에서 사십이라는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ೞਭಛལಓੂགྷಠৡ້དྷั໐༬༫೦ལਔ࿏ኴ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하늘이 열려 밤낮으로

ੵ༬༪ഹோဂພ້ၴ༮༪ੵৣૻଏఛལ້စኁ

비가 내리며 땅을 씻어 냈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고

ੵಃ༫೦ৡੵમÎட໋ኁ༪౧ങಁ౧ਭ



㘦⬡㘡㉙ ,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뒤 노아가

ኊඤ້ྂÏኁਭ೫ኁྲྀ

방주의 창을 열려고 기다린 기간도 사십

ཻພમ๕ੵལਔணஜኁ

일이었습니다(창세 8,6 참조). 모세가 하느님과

Î‘ั౫࿚೨࿘ಠึၴ༮’ਭਦལಡདྷÏ

계약을 맺으려고 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사십



ੵಁ༫೦ཻພ࿚࿘ಠೞਭৡ๕ኃຠৣལ



ਨഠ౧ೖඤཫၔഗੵમ೫ኁྲྀÎକৡယ౧ഠྏ
ཷੂட໋ལਔၔਚକৡ൬࿚இକৡྺኁལਔၔྂ
ட໋କ༹ལਦ൶ኁങഠட໋დၴৡྂÏ



ཻພમ๕ੵལਔணஜኁ



ÎਦལಡདྷÌၔତኁમਦ൶ኁਭੵ೨ਜ౧’Ï
ੵಁ༫೦ཻພཻಹึಏ࿘ಠೞਭৡ๕လ઼ணལྰ



ੵમ೫ኁྲྀÎட໋ኁ༪౧ങཫལ๕൦࿘ಠദரာඤ້ྂ
ਦལಊਔಡདྷၴ༮"



Ìੵમ๕ତೖ࿇ኊட໋ჯัལਔତೖඤኳኁ౧ਭഝಛኁ້ೞ౧Í

일이었고 㪱㞅  㘡㉙ ,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사십 년이었습니다 㪱㞅◥Ⰱ
 㘡㉙ .

이렇게 보면 사십이라는 수는 정화의

시기,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시간을 거친 이들은 구원을 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찰대를 보내어 사십 일 동안
정찰합니다 ◥Ⰱ  㘡㉙ . 그러나 그들 가운데

Ìኒཫ൭ལდ౧ੵ࿘ಠତೖ൬ჾၔೞ౧’Ï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ພમ๕ੵལਔÎ‘ၔତኁ້ኚኁၴ೦౧’ ኁ໋೫༜

구원을 봅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하느님께서는

ਦལÏኁਭணஜኁ

니네베에 심판을 선포하신 뒤 사십 일 뒤에도



༫೦ഠ࿏ኴૻକਭወೖೞഗੵལਔ๕ാಁ৬



그들이 변화가 없다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ぽ᪁  㘡㉙ . 이렇게 보니 사십 일은

揔敄͑昄兘

Ď⪕Ⰵ ⳅ᠙ďᱽ Ď㆕ㅁ Ⰱぽㅥď❩㬙 Ď㋥᳁ ⎵㘕 ⬚⒒ぽㅥďㅁ ㋥᳁
⎵㘕◡⪕ᠵ㎩ㅝㅝ⪕Ⰵⳅ᠙ᱽ⿱Ⰱ᳁ㅁⰁ᪅ᛥ㋦ㄵㄭ

┞⪪㽁⿱Ⰱ᳁ㅁ❩䁅㝾㈅⍥㋩⠭㽁ᱽ᠙ᗭㅝ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Ď⪕Ⰵď دਆ ㄩ ⛡ỽ ĎㅥďㅝⅥᱽ ℤㄥ≅ ɂ⬚ᚦɃ⾹⬅ ㅝ Ⱄㅹᱽ ㋺ᳩ㽅 ㅥㄭ
⽇ḹᛉㅝ⍥㋩⠭㽁ᱽ᠙ᗭㄭ⪪㎾㽅⒑⬡ᱽⳖᚭ⑮ㄭ☄᠙ㅥᗭ㆕⍥㎩㤙ᛉ

우리

모두는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㪱㞅㘡㉙ ⿁⎕⽥ᶭ䀡∂⪙⾹ᗱἵㅥㄭᙡ⾱ 〾㘡㉙ ⿱Ⰱ᳁ᣁ⬅ᶭ

이야기하듯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ᛞ⫆䁅ㄭ ⳅㅺ㽁ⳅ᠙  ㅥ ᷂⼱ ⽥⾹⬅ ᳑Ⳇ㽁ⳅ ㄉ䀢ㄭ ☄ㄥ⭑ ⎱㫅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㘡㉙ ㅝ㚁⇥ㅝⅥᱽⰔㅹᱽ㽁ᱹ᳁ㄭ⎵᪁ᱽᵙ㼭ぽ㽅ㇾ䀽ㅁ᠙ᗭㄭℤ㽅

저버리게 하는 유혹의 홍수 속에 자주 빠지며

 ㋥᳁❩䁅ᳩ㝾ㅥㄭ᠙⩁ᙵ⏇ㅝ㽁∍ㅝ⪕Ⰵⳅ᠙᷂⼱㚉㽅㋩⠭ᗩ㼭ぽ㽁

살아갑니다. 사순 첫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១ↁ⬅ ㅝ ᠙ᗭ⾹ 䅕⫆ᛥ ២᠙ㅁ 㹅㎾ㄥ≅ ៱ㄊᛥ ᳑Ⳇㄭ ⳍ㚅㽁 ⿱Ⰱ᳁ㅁ Ⰱ᪅ᛥ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이겨 낼 수

㋦ㄵ⾹ ᷂㘡㽅  ⪕Ⰵ ⳅ᠙ ᷂⼱ ᙙ㽲㽁ᱽ ∩ᱽ ⳉㅹọㅝ ㋥᳁ ❩䁅 ᳩ㝾ㅥㄭ ㆁ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주님께 청합시다.

㋩⠭㽉 Ⰱ ㅱᶭ≆ ㅝᨵ⾝ ㋩ ㅝ ᠙ᗭㅁ ◡⪕ ἵ᪁ ⎹⻩ ∩⾹⬅ᱽ Ď⼵⇹⋑⽥ď〩
Ďᳩ⮊ďㄩ◽㡁㎩⼳ᱽ១⎕ᛉ㈅ㅁㅁ⪲ᠽㄩ䁵ᘅ〩⭶㊭⍥⪪㎾㽁ᱽ⛝Ⅵ⪲ㅝ

(염철호 요한 신부)

ⳉㅹọㄩĎⳖㅹᗩㅁᠡď᠙ᶭ⍥ㅹ㋥◽㡑ㄥ≅ⵑ⿱Ⰱ᳁ᣁ⬅ᚓㄥⳉᛉ᪅ㅁᠡㄭ㽑ᣁ
ᙡㄥ១ℤㄭ⪱᠙ᛉㅹ㽅
㽃㚃㋣㋸⽀㿸ㄿ䁳⏋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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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딸 콘텐츠

Lent is the special time when we
prepare for the celebration of Jesus’
passion, death and resurrection. We
get our souls ready by doing prayer,
fasting, and almsgiving.
Prayer is talking with God. We
need to talk with God even more than

we need to talk to our family and
friends. Lent is a good time to get into
a habit of talking with God every day.
Fasting is eating less than you
normally would. It’s a good idea to
give up a little something you like for
Lent. Giving things up helps us

remember we need God, not just food.
Almsgiving means giving to those
who are in need. It helps us to be
generous like God. Maybe you have a
bit of money you can give to the poor
or to the Church.
<https://www.thekidsbulletin.com>

About Quo Vadis Camp

About FIAT Camp

Quo Vadis Camp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your vocation,
grow in prayer and friendship, and learn more about the priesthood and seminary life.

CCD ·News

K

FIAT Camp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your vocation, grow
in prayer and friendship, and learn more about religious life!
https://www.arlingtondiocese.org/FIAT-Summer-Discernment-Camp/

https://www.arlingtondiocese.org/Quo-Vadis-Summer-Discernment-Camp/

his past Sunday, St. Paul Chung Sunday
School hosted Parents as Teachers Day

WHEN

July 7, Sunday -11, Thursday, 2019

WHEN

July 14, Sunday -18, Thursday, 2019

their reigns of instructions to volunteer parents.

WHO

Rising 9-12 graders (Boys only)

WHO

Rising 9-12 graders (Girls only)

The intent for the event was to encourage

COST

$220/participant
(Financial Aid by St. Paul Chung Vocations
Committee)

COST

$220/participant
(Financial Aid by St. Paul Chung Vocations
Committee)

and our CCD (K-8th grades) teachers turned over

parents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s faith and spiritual

8th

growth. While our Sunday School and Sacrament

7th

Class teachers are made up of volunteers, the

○

best catechists are your parents. Parents instructed crafts, taught songs and body worship,
conducted games and quizzes, discussed
Christ-centered fellowship, and talked about the
1st

signiﬁcance of Ash Wednesday and Lent as well

2nd

as the history of the Catechism. Our second
Parents as Teachers Day turned out to be a big

The registration lottery will open March 6-31, 2019.

More about the Camp’s Lottery and Registration Process:

If you are not currently on our email list and want to be added,
send an email to vocations@arlingtondiocese.org.

Due to the overwhelming popularity of Quo Vadis Camp and
FIAT Camp, registration is done by lottery. The lottery is open
for the month of March for that year's camp (this year March
6-31). Those receiving a spot in the camp will receive an email
by mid-April with their registration.

CONTACT

6th

About Registration : Quo Vadis Camp and FIAT Camp

Manshik Joseph Kim (김만식 재권 요셉)
703-403-1185

success with a growing number of volunteer
parents! On behalf of Fr. Kang and the entire CCD
teaching staﬀ,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parents who supported this event.

ANNOUNCEMENT

5th

1

- Yunchong Boyle (Clare, CCD asst. principal)

2019 Confirmation Parents Orientation
(mandatory)
• Wednesday, March 13, 8pm
at the Hasang building

4th

2

Jr. High Lenten Retreat

• Saturday, March 23, 2019
(more information is forthcoming)

3rd

5th

3

SERVE 2019 Camp (Formerly known as Jr. High WorkCamp)
• When: July 8 - July 10, 2019 (8:30am to 8pm)
• Where: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Fairfax, VA
• Who: Open to all rising 7th to 9th graders
(Limited Spaces Available)
• Registration Fee: $50 per participant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as well as High School
Helpers. If you are interested in serving in this role, please
contact : Mrs.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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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식

LOGOS

제80차

예비자

로고스 청년회와 라파엘회 청년들은 강두영 암브로시오 보좌신부님과

입교식이 지난 3일(일)

함께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 간 Virginia Tech과 UVA를

하상관에서

열렸다.

방문하였다. ‘Journey Home season 3 - 대학 방문’으로 지난 해부터

주임신부는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 학교의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고

“종교를 선택한다는

강신부님과 본당 청년들과도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

것이

않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는 그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인데

이렇게

한 본 행사의 취지에 맞게 각 학교의 한인 가톨릭 단체 설립 구성원 및

하느님의

초대에

운영진을 뽑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과

응답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예비자들을 환영했다. 교리 교사와

파리바게트에서 지원해 주신 빵 등을 나누며 본당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선교부원 그리고 봉사자들의 소개에 이어 첫 수업을 맡은 백인현 신부는

마음을 전했다. 두 학교의 한인 가톨릭 학생들이 하느님 안에서 보다

“6개월의 교리 수업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또 그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수업을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주님께 한마음으로 감사드렸다.

백인현

쉽지

시작했다.

VTech

예비자들은 6개월 과정의 교리 교육을 거쳐 8월 30일(금)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선교부는 매 주일 친교실과 성당 사무실에서 예비자 접수를 받고
있다.

UVA

하상한국학교에서는 지난 2일(토)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하고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독립운동가 소개와 태극기 색칠하기, 전 학생이
체육관에서 모여 학급별로 만든 과제를 모아 전시하는 등 각 반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춰 삼일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거룩한 정신에
대해

공부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다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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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51-3322

571-33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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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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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에어컨, 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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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2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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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hitetreeden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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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26-8804

703-865-7370

ㇼ⯿ㇼ❧᷀⪗

2K0\'RJ

ⲋ᭟ㅟ⛜㎧⬣㬗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678-5301

703-988-2044

Keller Williams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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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55-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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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2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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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649-2110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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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60-6060

703-678-8848

세금보고 &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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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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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요셉

Keller Williams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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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87-1515

703-77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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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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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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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32-7155

703-30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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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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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ᠧ⑬ᛋ ◻》≃

&25(┣⎓㠿⊳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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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6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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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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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8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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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irfaxrealty.com

703-869-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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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03-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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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데이케어, 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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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28-3373

703-543-6008

⩷㶒⋏◴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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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데이케어

703-231-6030
703-424-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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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bridge 지역

일인 피부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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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59-2540

703-5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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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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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85-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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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62-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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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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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66-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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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65-5437

에어컨, 히팅, 플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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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08-7743

VA 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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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59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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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Dental Care

703-647-0292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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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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