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주보
주님 수난 성지주일

2019년 4월 14일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제1741호
(루카 19,38)

프라 안젤리코, <그리스도의 생애 / 예루살렘 입성>, 산마르코 수도원 박물관, 피렌체

[제1독서] ……………………………………………………………이사 50,4-7

[제2독서] …………………………………………… 필리 2,6-11

[화답송] ………………………………시편 22(21),8-9.17-18ㄱ.19-20.23-24

[복음 환호송]

(◎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0]

주를 찬미해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122] 구원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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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교리

거룩하고 경건한 성주간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 기념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한다.

묵상
오늘 교회는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루카는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난을 회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마태오와 마르코와 달리, 루카는 예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곧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의 전례는 예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찌검하는 행위,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씌우는 행위, 거짓

맞이하도록 해 준다.

증인들에 대하여 들려주지 않습니다. 또
루카는 예수님을 고통받는 의인, 하느님의

주님 수난 성지주일

뜻에 순종하여 온갖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이들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도와주시는 분의 본보기로 여기며 찬미하는

신비를

마음을 보여 줍니다.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지
축복과 행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번민에 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영광스럽게 기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한편, '주님의 수난기'를 통하여 그분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에게

수난과 죽음을 장엄하게 선포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 주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뒤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 18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사제들이 모두 모여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이 미사 중에는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제들의 서약 갱신’이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 미사 직전에 끝난다.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성체 보관 장소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긴다. 또한 제대 중앙의 십자가를 치우거나 천으로 가린다.
신자들은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4월 19일)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오랜 전통에 따라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지는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금육과

예수님께서 다시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은 당신께서
잡히실 때부터 드러납니다. 제자 한 사람이
칼로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뉘우치는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식을 함께 지키며,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다.

부활 성야(4월 20일)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관대하고 인자하신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거두실 승리의

파스카 성야의 모든 예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여 교회 전례에서 가장

확신을 보여 줍니다. 수난은 참으로 하느님의

성대하게 거행한다. 교회는 장엄한 전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을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다.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 예식, 성찬 전례로

수난의 상황들은 분명 비극적이지만 사랑으로

구분되며 부활 성야 전례의 절정인 성찬 전례를 통해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련한

극복되고 승리를 거둡니다.

잔치에 참여한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성경

교리

복음과 성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얼굴에 은총의 햇살이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표현
화가는 이 작품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한쪽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다.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의 얼굴에는 새벽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다.
베드로 뒤에 있는 갈릴래아 호수의 어두운 하늘도 떠오르는 태양으로 다시 붉게 타오르고 있다.
갈릴래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그분의 제자가 됐다. 사도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대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체포돼
대사제의 관저로 끌려가자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강하게 부인했다.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 작품에서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계속

<회개하는 베드로>, 도메니코 페티, 1613년,
미술사 박물관, 비엔나, 오스트리아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스승을 부인한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 주님과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나약하고 죄스러운 행위였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모습은 위대하면서도 아름답게
비친다.
매 주일 교중미사 전에는 많은 신자가 고해성사를 보며 합당하게 예절에

그 모습 보입니다!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 처절히 찢기운 몸
헐떡이는 목숨 하나 걸려 있습니다.
허허한 하늘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립니다!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 고통의 신음 소리
핏빛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참례하기 위해 준비한다. 고해소 밖에서 줄지어 서 있는 신자들의 얼굴에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습은 모든 죄를 뛰어넘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떤
신자들은 고해소에서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처럼 오랫동안 눈물만 흘리기도 한다.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는다.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본 후에 돌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은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맑고 밝아 보인다.
회개하는 베드로의 얼굴에 은총의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도 빛이 가득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에게 새날 새 아침이 밝아 온 것처럼 고해성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의 앞날에도 은총의 새날이 오기를 바라며 고해소 문을 나선다.
<정웅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 바람 일고
그 목소리 흩어져 세상을 떠돌더니
이천 년 역사를 넘어 여기,
침묵 속에 잠깁니다.
세상의 실패는 골고타 언덕 조롱과 비웃음이 되고
세상의 절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침묵이 되고
세상의 고통은 찢기운 살, 흐르는 피가 되더니
비로소 세상은 숨을 쉽니다.
골고타 언덕 그 목소리!
생명을 건네주는 펠리칸의 신음이며
피의 잔을 건네주는 손길이기에
생명은 고통의 심연에서 차오르고
세상은 그 살과 피를 먹고 부활합니다.
가슴 벅찬 사랑으로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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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식
본당 교우의 글

- 송금복 젬마 알렌

Holy Week

ANNOUNCEMENT

1 No Sacraments class (Easter Break)

T

oday is the beginning of Holy Week, when we
specially remember the last days of Jesus and His
death on the cross. The Sunday before Jesus died, He
came riding into Jerusalem on a
donkey.
지난 4월 7일(일)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1500차 주 회합을 맞아 축하식을 가졌다.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단장 윤상 리노)은 1990년 6월 10일에 창단되어 3개 (모든 성인의 모후, 루르드의
성모, 죄인들의 의탁)

쁘레시디움이 분단 설립될 만큼 단원 모집과 지역봉사 활동에 열의를 갖고

활동하는 성모님의 군대 중 하나이다. 현재 남녀 행동단원 8명과 협조단원 23명으로 매 주일
8시에 주 회합을 하고 있으며, 레지오 정신을 바탕으로 본당의 봉사활동뿐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식사 봉사, 교도소 위안편지 보내기 등 소외된 불우이웃 돕기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날 축하식에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수녀님, 레지오 상급단체 단장 및 간부, 평화의
모후팀과 활동을 함께 한 이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All the people cheered
for Him. They laid down
their cloaks and palm
branches on the road to
honor Him. That was Palm
Sunday.
On the first Holy Thursday Jesus
offered the first Mass ever. He took
bread and wine and changed them
into His Body and Blood and gave them
to His Apostles to eat and drink.
The same thing happens at every Mass when the
priest says Jesus’ words at the Consecration. We don’t
see the bread or wine change, but they are still really
Jesus, offering Himself to God for us.
Good Friday is the day that Jesus died on

지난 7일(일) 10시 미사 후부터 춘계 대청소가 있었다. 단체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청소에 총
11개 단체부와 90여명 부원들이 참가해 성당을 비롯한 하상관, 체육관 그리고 사제관 등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김인태 골롬바노(단체부 회장) 형제는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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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ross. The leaders of the Jews got
the people to turn against Him. After an
unfair trial, Jesus was whipped harshly and
made to carry a cross up a hill. Then He was
nailed to the cross and hung there until He
died. Only His mother and a few of His friends were
with Him.
Jesus was God and could have stopped the people
from killing Him, but He chose to die for you. Because
we sin, we don’t deserve to go to Heaven. That’s why
it’s called “Good” Friday. What is something special you
can do on Good Friday to make up for your sins and
say “thank you” to Jesus? <https://www.thekidsbulletin.com>

• When: Wednesday, April 17

2 Easter Sunday : April 21, 2019
• No Sunday School
• Students’ Mass: 10 am at the Parish Hall
• Easter Egg Hunting at 11:30am

3 Jr. High Family Retreat
• When: Saturday, April 27, 2pm-6pm
• Who: 6th- 8th grade students and parents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lass students)
• Registration Fee $10 per family.
Sign up thru home room teacher or CCD office

4 Jr. High BASH 2019
• When: May 11, 2019
•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 Who: All 6th-8th graders are welcome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lass students)
• Cost: $10 / participant
• Registration : April 14 - May 5
(Sundays, No Service on April 21)
at Sunday School Office
• Mor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via email

Answers to True or False?



   
 

We are accepting application to join

Youth Liturgy Service
Please contact Mr. John Seok
Email : aranghyunbin@gmail.com
Phone : 703-581-3719

6

Palm Sunday

CYO ·News

As a believer lacking
faith, this Lenten
Retreat was very
impressive. Most students expected this retreat to
be uninteresting, but it only took a few seconds to
see that this was not true. All participants including
the teachers had noticed the true meaning of Jesus’
cross, and we became enlightened about our own
crosses. This retreat was a very meaningful experience because we got closer to Jesus.

지난 4월 5일(금) CYO 학생들의 사순 피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라는 주제 안에서 학생들은 고요함 속 기도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서로의 신앙과 생각, 경험 등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 시간과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접해 더욱 뜻깊은 피정이었습니다, 이런 전례의 과정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피정을 위해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을 함께 해주신 강두영 보좌신부님과 성 시간과 고해성사를 함께 해주신 폴 신부님,
그리고 미사 강론을 해주신 백인현 주임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CYO 교사진에게도 응원의
격려와 기도를 드립니다.

At first I expected the retreat to
be boring since
it’s not a fun event like the lock-ins are, but it was
the opposite of what I thought. While the lock-ins
strengthen the bond between CYO, this retreat
strengthened my bond with God. It was really
meaningful and worth it, even though we didn’t get
any sleep that night. I would definitely go again,
and I really wish more people would come to experience and return home with valuable lessons just
like I did.
This retreat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bond with CYO students and learn about the
significance of carrying the cross. The confession
was a great time to talk to Father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Spending time with friends and
teachers was just a time away from the stress from
reality.

• 1st place •

CCD ·News

On April 7, St. Paul Chung Sunday School conducted Religious Education and Bible
Quiz during the school hour. CCD teachers (Kindergarten through 8th grade) had
prepared questions based on what they have taught since the last September.
Children were very excited and serious! Students who got the 1st and 2nd highest scores
from each grade were announced at the end of 11:40am Mass and Dunkin Donuts
gift cards were awarded by Fr. Kang.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both CCD teachers
and our children to remember what we’ve learned.
Yunchong Boyle(Clare), CCD Asst.principal

• 2nd place •

K

Johnpaul Kang

Liz Shin

1

Alex Yoon

Isaac Koo

2

Daniel Kim

Ryan Park

3

Nathan Park

Ju Ha Choi

4

Suzie Han

Ashley Yu

5

Paul Lim

Alice Shin

6

Ella Choi

Daniel Im

7

Nuri Han

Irena Ha

8

Julian Kim

Malcolm Boyle

st
nd
rd
th
th
th
th
th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13

전신자 사순 특강 ⅠⅠ
•일시 : 4월 14일(일) 오후 1시 - 3시
•주제 :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강사 : 허규 베네딕토 신부(가톨릭대학 성서학 교수)

2

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주교님 사목 보조비($156,000) 모금을 위해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성목요일(4월 18일) 주님만찬 미사 후부터

성금요일(4월 19일) 오전 6시까지 성체조배가 이어집니다.
•성당입구 및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회의
•일시 : 4월 14일(일) 오전 11:30(B-3,4)

5

꼬미시움 월례회의

•성주간동안 하상 성인학교가 휴강합니다.
•휴강 : 4월 16일(화), 4월 19일(금)

•일시 : 5월 4일(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차편, 점심제공)
•장소 :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등록 : 친교실, 8시, 10시 미사 후
•문의 : 허진 총무 (703)376-1372

19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본당 M.E. 부부를 위한 피정 안내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주간 : 욥 26-31, 1 코린 3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4월 7일(사순 제5주일)
주일헌금 ………………………………… $8,055.00
교무금…………………………………… $7,95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6,160.00
특별헌금 ………………………………… $1,070.00
2차헌금 ……………………………………… $0.00
합계…………………………………… $23,240.00

부활제대 장식 꽃 봉헌 신청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부활절 피크닉
•일시 : 4월 21일(일) 오후 12시
•장소 : Van Dyck Park (3722 Old Lee Hwy, Fairfax, VA)
•문의 : 하청수 크리스띠노 (310)292-4791

20

•일시 : 4월 28일(일) 오후 2:30
•하느님 자비 축일을 맞아 개인, 가족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감사드리는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이혜원 요세피나 (301)356-1585

성인 견진성사 신청
•접수 : 4월 28일(일) 까지, 사무실·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준비 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증명서, 혼인증서
•견진식 : 6월 9일(일) 오후 2:30, 주교좌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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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KACM TV 하이라이트

•일시 : 4월 28일(일) 오후 1시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참가비 : $100 (점심,저녁 제공)
•문의 : 하성수 (703)201-4727

자비주일 열린 기도회(성령기도회 주관)

21

4월 18일(목) 오후 5:00-6:00
4월 19일(금) 저녁 8:00-9:00
4월 21일(일) 오전 6:00-7:00
●

서양화가 초대전(하상 성인학교 주관)
•일시 : 4월 26일(금) - 4월 28일(일)
•성인학교 서양화 교실에서 서양화가, 아마추어 화가들을

초대하여 성화, 풍경화, 정물 등을 전시합니다.
많은 관람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큐레이터 : 김 이레네 (703)927-9229,
김명희 교장 (703)217-2775

◁ 금주의 행사 ▷

●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특집 : 우리 안의 바보 김수환
2부 -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날짜

축일

15일(월)

성주간 월요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단체부 모임(오전 11:30, B-3,4), 베드로 모임(오후 1시), 사순특강(오후 1시, 성당),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3시, B-3,4)
평일미사(오전 6시)

4월 14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6일(화)

성주간 화요일

하상 성인학교 휴강,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17일(수)

성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친교실), 사도 임원 회의(오후 8시, B-1,2),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 휴강

18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19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20일(토)

성토요일

4월 21일(일)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Northrop Grumman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07024)

안나회

12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4월 21일)
•성인미사 - 오전 8시, 10시(성당)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2019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안내하는 주말 교육입니다.
•일시 : 5월 25일 (토) 오후 7시- 5월 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하상회

11

◈ 부활 성야 미사
4월 20일(토) 오후 8:30

•부부가 더 깊은 사랑으로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30(B-3,4)

10

16

18

• 일시 : 4월 17일(수) 오후 8시(B-1,2)

9

◈ 성금요일 (4월 19일)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오후 7:15
•주님 수난 예식 - 오후 8시

유아세례

•문의 :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사도 임원회의

8

15

•일시 : 5월 12일(일) 오후 1시-5시, 본당
•주관 : WWME 리전 19 대표부부 (강청홍 바오로, 마리아)

하상 성인학교 휴강 안내

7

◈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4월 18일(목) 오후 8시(미사 중 세족례)

성경 필사반/성경 통독반 (2021년까지 진행) 모임

•일시 : 4월 27일(토) 오후 8시(A-1)
•현재 참여하는 신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7

•일시 : 4월 14일(일) 오후 3시(B-3,4)

6

14

7

성삼일·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일시 : 4월 26일(금) 오후 8시(A-1,2,3)

•일시 : 4월 28일(일) 오후 3시
•신청 : 4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4

울뜨레아 회합

공지사항

주님 부활 대축일

성유 축성미사(오전 10:30, 주교좌 성당), 주님 만찬미사(오후 8시, 성당),
성체조배(미사 후 유아실), 아침미사 없음
금육, 하상 성인학교 휴강, 십자가의 길(오후 3시, 오후 7:15, 성당),
주님 수난예식(오후 8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부활 성야 미사(오후 8:30, 성당), 하상 한국학교 휴강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성인-오전 8시/10시, 성당, 학생-오전 10시, 친교실), 오전 11:40/
오후 5시미사 없음,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주일학교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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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어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Recycle Program Slogan Contest
• 신청 : 4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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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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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레슨

뉴잉톤 오토바디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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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32-7155

메디케어·다보장보험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CORE 물리치료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페어팩스 부동산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www.fairfaxrealty.com

703-865-6455

703-303-6993

Nina Park

프렌즈 홈/데이케어

민 자동차 정비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703-869-9691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Vienna, Tysons Corner 근처

센터빌 (IHOP 건너편)

유연수 (안젤라)

703-828-3373

703-543-6008

703-507-0053

703-678-8848

703-815-1166

703-260-6060

www.GroupCha.com

강아지 Spa & 미용

원 통증ㆍ재활

피아노 레슨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유아부터 성인레슨까지 가능하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571-659-2540

703-505-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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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772-7275

데이케어, 홈케어

예삐 펫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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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노 오 (로사)

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앤디차 공인회계사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ㆍ병자영성체 :
ㆍ유아세례 :
ㆍ혼인성사 :
ㆍ병자성사 :

이경태 요셉

Keller Williams Realty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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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 &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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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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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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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