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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주보
2019년 3월 24일 (다해)

[제2독서] …………………………………… 1코린 10,1-6.10-12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 루카  13,1-9

[성가 안내]

[제1독서] ……………………………………………… 탈출 3,1-8ㄱㄷ.13-15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

 (◎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 입당성가: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 봉헌성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90] 지존하신 성체

• 파견성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The Vine Dresser and the Fig Tree>, James Tissot(1836-1902), Brooklyn Museum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루카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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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3주일 (루카 13,1-9)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에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자면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주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서네’

입니다. 이 ‘서네’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작은 잎이 

무성하며, 가지가 매우 얇아 불꽃이 닿기만 해도 금방 타 버릴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서네, 곧 덤불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분, 광야에 사시면서 불모지에서 약한 존재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시나이’라는 말도 이 낱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 33,16도 주님을 직접 ‘서네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덤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을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어, 

알고 계신 분,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하느님 

이름이 바로 “야훼”, 곧 “있는 나”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즉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묵상

The Light is ON for You Celebrat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During Lent, all Catholic Churches in the Archidioces of Washington and
Dioces of Arlington will be open for Confessions and quiet prayer
every Wednesday evening.

사순 시기 동안 알링톤 교구와 워싱톤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TheLightIsON

여러분은 이번 사순시기에 어떤 단식을 원하시나요?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세요.

교황 프란치스코
바오로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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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

사순 제3주일 

<2015년 4월 3일 성금요일,

로마 콜로세움에서 하신 십자가의 길 기도 중>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의 길은

당신 생애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아버지의 뜻에 대한

당신 순명의 표상이자

우리 죄인들을 위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그 길은

당신 사명의 실천이자

구세사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 

우리는 온갖 멍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반항과

불순종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배신과

습관적인 불성실함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흠 없는 어린양이시고

죄 없는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상처 난 당신의 얼굴에서 

우리 죄의 온갖 무자비함을 봅니다. 

주님,

당신의 목마름에서 당신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안아 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성부의 목마름을 봅니다.

또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박해받고 희생당하며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우리의 묵인 속에서,

때로는 공모자와 같이 침묵함 속에서

희생당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 속에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통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되살려 주시며,

세속적인 것과 부정부패로

남들을 기만하지 않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또한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며

주님 수난 성금요일이 바로

빛의 파스카 축제로 향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로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제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 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에게서 지켜 주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불러 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제3처, 지거쾨더 신부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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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2019 Camp 

Jr. High Family Retreat
• Saturday, April 27, 2pm-6pm
• Sign up at CC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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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icipant 

Quo Vadis Summer Discernment Camp 

• When:  July 7(Sun) -July 11(Thu), 2019 
• Who:  Rising 9th-12th graders 
              (for High School Boys)
• Cost:  $220 (*Financial Aid by St. Paul Chung 
                          Vocations Committee)
• Contact: Manshik Joseph Kim(김만식 재권 요셉)

               at (703) 403-1185

• When:  July 14(Sun) -July 18(Thu), 2019 
• Who:  Rising 9th-12th graders 
              (for High School Girls)
• Cost:  $220 (*Financial Aid by St. Paul Chung 
                          Vocations Committee)
• Contact: Manshik Joseph Kim(김만식 재권 요셉)

               at (703) 403-1185

4 FIAT Summer Discernment Camp

1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and High School Helpers. 
Please contact : Mrs. Yunchong Boyle (Clare), 
CCD Assistant Principal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in serving in this role.

바오로딸 콘텐츠

4 5

n today’s Gospel reading, we hear a parable about 
a fig tree. The owner waited three years for it to 

grow some figs, but it still wasn’t producing any. 

He told the gardener to cut it down. But the gardener 
said he would try just for one more year to get it to bear 
fruit, and if it didn’t give any then he would cut it down. 

The fig tree is like a person who can do good things 
but doesn’t. The owner shows the justice of God-he has 
given the tree enough chances so its time is up. But the 
gardener is like God’s mercy. He wants to give the tree 
one more chance, and he’s going to give it extra fertiliz-
er to try to help it. 

Lent is a good time to look at our own life and see if 
we are doing all the good things we can. Maybe there’s 
something nice that we know we could do for someone 

but we just never bother to. Or maybe we aren’t praying quite as much as we know we should. 
God is giving us a chance to become better people this Lent, and it’s your job to make it happen! 
<https://www.thekidsbulletin.com>

I ○  After Confession - Go in Peace

Rejoice : Through the grace of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God has 
reminded you of his unending love!

Resolve : Resolve to leave sin behind and live in light!

Respond : Follow through with the Penance the priest gave you and share 
the mercy you received with others. 

○  Works of Mercy - Put Mercy into Action
   Consider the works of mercy below and put grace into action!

ACTIVITIES 
TO DO AT HOME

ACTIVITIES 
THAT GO OUT

• What we give to the poor(4 letters)

• Ministered to Jesus in the desert

• Where Jesus went for 40 days

• Number of days Jesus was in the desert

• Jesus came here after John was arrested

• Repent and believe in the ______

• Jesus told us not to be like them

• Jesus said the _______ of God is at hand

• The liturgical season we are in now

• What we can’t eat on Fridays

• In Mass we ask “Lord have _____”

• The “Our Father” is one of these

• Drove Jesus into the desert

WORD LIST

Find out and circle the answers of the questions.

<오마리아 복음 그림-바오로딸 콘텐츠>

FEED THE 
HUNGRY

GIVE DRINK TO 
THE THIRSTY

SHELTER THE 
HOMELESS

VISIT 
THE SICK

VISIT THE PRIS-
ONERS

BURY THE DEAD

GIVE ALMS TO 
THE POOR

Offer your Lenten fasting as a prayer for 
those who don’t have the food they 
need.

Find a food pantry or food bank near
you and donate or volunteer.

Donate bottles of water to a
homeless shelter, volunteer your time
to hand them out.

Volunteer your time to a homeless
shelter, Safe Nights or Habitat for
Humanity.

Visit the residents of a nursing home.

Volunteer with a prison ministry 
near you.

Visit a cemetery and pray for the 
deceased, or volunteer for a bereave-
ment ministry.

Volunteer at a charity that is meaning-
ful to you, encourage others to 
donate.

Conserve water by turning it off while 
you’re brushing your teeth or washing 
dishes

Make tied fleece blankets and
donate them to a homeless shelter.

Send get-well notes to members of
your parish or community who are
sick.

Donate to charities who work with
the children of those in prison.

Send a card to someone who has
recently lost a loved one.

Participate in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fundraiser.

Each year, St. Paul Chung Sunday School participates in 
CRC Rice Bowl in order for our young children to engage 
in almsgiving. Please return your child's Rice Bowl to 
his/her homeroom teachers by April 28 & May 5.

GIVE ALMS TO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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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회는 지난 17일(일) 친교실에서 3월 월례회를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기도 안에서 겸허히 부활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3월에 생일을 맞는 형제들을 축하했다.  또한 회원들은 

새로 가입한 안종윤 베드로와 임용균 어거스틴 형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하상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5월에 

인근에 위치한 성지를 순례할 계획이다.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안나회 

월례회가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사순시기에 우리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 둥글둥글하게 

다듬으며 부활을 잘 준비하자”며 이달 생일을 맞은 자매들을 함께 축하했다. 

김 데레시아 수녀님(바오로딸 수도회)의 사순 특강 “사도 

베드로의 회개의 삶을 따라 사랑과 소명의 삶 살기”는 

음악과 영상 그리고 침묵 안에서 우리를 잔잔한 성령의 

호수로 인도해 잠시나마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순 여정에서 우리가 

받을 하느님의 은총을 이웃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겸허히 기도를 

구하는 시간이었다. 베드로 사도의 고뇌와 회개에 관한 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절절한 

인간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연약함을 연민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자신을 온전히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희생과 봉사로 

사순 시기를 지낸 후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딸아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 김인기 모세

바라만�봅니다.
석양에�비치는�골고타�언덕
거기에�서�있는�십자가

바라만�봅니다.
십자가에�매달리신�예수님
창검에�찔리신�심장에서
아직도�흘러내리는�물과�피

저�물과�피에
내�눈물�한�방울만�섞으면
나도�주님과�하나�되는�것

회개의�눈물
감사의�눈물
한�방울만�흘릴�수�있다면!

- 윤영미 로사리나(교육부 차장)

바오로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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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행사 ▷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평일미사(오전 6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8시, 성당), 로고스·라파엘 사순 피정

십자가의 길(오전 9:10, 성당),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 루카회(오전 11:30, A-3),
바로오회(오후 1시, 친교실),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레지오 아치에스(오후 1시, 본당)

날짜

25일(월)

26일(화)

29일(금)

30일(토)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친교실),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평일미사(오전 6시)

27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4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 
로고스·라파엘 사순 피정

하상 성인학교(오전 9:20, 하상관), 로고스·라파엘 사순 피정 
28일(목)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사순 제3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일

사순 제3주일

3월 31일(일)

3월 24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9년 3월 17일(사순 제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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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7,822.00

교무금……………………………………$9,52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925.20

특별헌금……………………………………$200.00

2차헌금 ……………………………………… $0.00

합계…………………………………… $20,467.20

● 가톨릭 뉴스
● 싼티아고 가는 길 5편 : 소몰이 축제로 소문난 팜플로나에서 
                                       또 다시 시작하는 순례길

3월 28일(목)  오후 5:00-6:00
3월 29일(금)  저녁 8:00-9:00
3월 31일(일)  오전 6:00-7:00

KACM TV 하이라이트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순 제 3주간 : 욥 11-15, 로마 15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Cox Ch.30, 830 
Fios 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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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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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순 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시고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제3주일 : M.E.     ● 사순 제4주일 : 파티마 사도직     
● 사순 제5주일 : 성령 기도회

십자가의 길 기도2

•일시 : 4월 9일(화) 오후 3-5시, 오후 7-9시
•타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합동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는 이번 주일에 각 가정으로 발송합니다.)

부활 합동 판공성사부활 합동 판공성사

•일시 : 4월 14일(일) 오후 1시 - 3시
•주제 :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강사 : 허규 베네딕토 신부(가톨릭대학 성서학 교수)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전신자 사순 특강 ⅠⅠ전신자 사순 특강 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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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3

16

17

 K of C Raffle 티켓 판매 (WorkCamp 기금 마련) K of C Raffle 티켓 판매 (WorkCamp 기금 마련)

•수업 기간 : 6월 17일 - 7월 26일(6주)
                     월 - 금, 오전 9:30 - 오후 3:30 
•모집 대상 : 교사, 교무, 보조 / 자원봉사자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교사 지원서 (2019년 4월 13일 마감)

4

10

11

12

•알링턴 교구와 리치몬드 교구가 함께하는 생명 수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4월 3일(수) 미사 - 오전 9시  / 행진 - 오후 12시 
•장소 : Capital Square Richmond, VA 
•등록 : 8시, 10시 미사 후 3월 24일까지, 친교실 

2019년 VIRGINIA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2019년 VIRGINIA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13

•파티마 성모님을 가정에 모시고 기도와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문의 : 이종석 루카 (703)254-7963

2019년 파티마 가정 순례 성모님 접수(선착순)2019년 파티마 가정 순례 성모님 접수(선착순)

14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15

•티켓 판매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Raffle 티켓 $5/1장)
•판매 기간 : 4월 14일까지
•상품 : 자동차 5대, 현금($20,000)
•문의 : 하성수 다니엘 (703)201-4727

18

•일시 : 4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966-8206

묘지 구입(20% 할인)및 정리묘지 구입(20% 할인)및 정리

•구역부에서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신청 : 4월 14일까지 사무실(Submit by April 14, 2019)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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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주일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8

5

6

•일시 : 3월 24일(일) 오전 11:30(A-3)

루카회 모임(60대 교우)루카회 모임(60대 교우)

•일시 : 3월 24일(일) 오전 11:30(B-3)

요한회 모임(50대 교우)요한회 모임(50대 교우)

•일시 : 3월 24일(일) 오후 1시(친교실)

바오로회 모임(30대 교우)바오로회 모임(30대 교우)

7

•일시 : 3월 24일(일) 오후 1시 - 4시(본당)
•레지오 갱신식에 행동단원, 협조단원을 초대합니다.
•20년, 25년, 30년 근속자 시상도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재활용 표어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 3월 31일(일) - 4월 28일(일), 
                   사무실·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 준비 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증명서, 혼인증서 
• 견진식 : 6월 9일(일) 오후 2:30, 주교좌 성당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사무실

9

CYO(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4월 5일(금) 오후 6시 - 4월 6일(토) 오전 9시, 성당 
• 문의 : 이희존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We are inviting all parishioner to participate in
Recycle Program Slogan Contest.

•부부가 더 깊은 사랑으로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주말 교육입니다.
•일시 : 5월 25일 (토) 오후 7시- 5월 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07024)
•문의 :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4월 7일(일) 10시 미사 후 실시

본당 춘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본당 춘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

친교실과 방, 전체 바닥, 테이블 정리
나눔터
주임/보좌 신부님 방 & 복도
주차장 전체
사제관 마당
하상관 1층, 지하실
본당 내 전체(십자가 먼지 제거 필수)

친교실 B, 창문
하상관 체육관, 정리정돈 및 의자 청소
본당 입구, 하상관 입구
친교실 A, 창문

담당 장소단체명
K of C 
M.E.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애
루카회
바오로회 
베드로회 
성령 기도회
성소 후원회
요한회
파티마

•일시 : 3월 31일(일) 오전 9시 -오후 1시까지(친교실)
•가격 : $10 (단체 주문 환영, 포장도 가능합니다)
•문의 : 이희존 교감 (703)627-0799

2019 WorkCamp 기금 마련 비빔밥 판매2019 WorkCamp 기금 마련 비빔밥 판매

2019년 여름 하상 한국학교 교사, 교무, 보조교사 모집2019년 여름 하상 한국학교 교사, 교무, 보조교사 모집

주일 8시, 10시 미사 의료 봉사자 모집 주일 8시, 10시 미사 의료 봉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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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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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피아노 레슨
유아부터 성인레슨까지 가능하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703-505-8559

원 통증ㆍ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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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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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다보장보험
장기 간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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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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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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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4일교우 비즈니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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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