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3호연중 제 24주일

하상주보
2019년 9월 15일 (다해)

[제1독서] ………………………………………………… 탈출 32,7-11.13-14

[화답송] ……………………………………… 시편 51(50),3-4.12-13.17과 19

 (◎ 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2독서] ………………………………………… 1티모 1,12-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 루카 15,1-32 <또는 루카 15,1-10>

[성가 안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4-7) 

• 입당성가: [56] 목자를 따라서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499] 만찬의 신비

• 파견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착한 목자상>, 4세기, 바티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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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 24주일 (루카 15,1-10)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보여 주며 달리기 경주를 시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말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백인 학자가 의아해하며 왜 

경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분투”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또는 ‘함께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웃과 경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행복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무엇이 참행복인지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아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 행복할 때 아버지도 행복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부러우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신과 이웃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묵상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쁜 마음으로 

양을 둘러메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착한 

목자 상은 길 잃은 백성을 찾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성화 해설

<착한 목자상>, 4세기, 바티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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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는 하늘나라”

루카 복음서의 15장은 되찾은 양의 비유에 

이어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까지 세 비유가 연결되어 소개되며 

되찾음의 큰 기쁨을, 잃은 것을 다시 찾음에 

대한 기쁨을 전하고 있다.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주로 구릉 지대나 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양을 쳤다. 헤브론 산지부터 신 광야에 

이르는 지역들은 구릉지와 넓은 계곡들이 

펼쳐져 있었기에 양들을 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었고, 목자들은 아침부터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양 떼들을 돌보았다. 양 떼 규모는 20~200마리 정도가 

일반적이었기에 비유의 100마리 정도의 양은 보통 규모의 양 떼를 

의미했다. 이는 양 떼의 주인이 부자가 아니며 직접 자신의 양 떼를 돌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자는 일반적으로 하루종일 양을 치다가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외부에서 양을 칠 때면, 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동굴이나 골짜기 같은 곳에서 밤을 지내곤 하였다.

 비유의 목자는 다른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위험에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목동들은 하루에 한 번, 해가 저문 

저녁 때에 양 떼의 숫자를 세었다. 양 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올 때나 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피신처에 도착해서 양의 숫자를 세었다는 의미이다. 

즉, 아흔아홉 마리라는 숫자는 이미 셈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 이미 다른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나서거나, 우리나 광야의 동굴에 양 떼를 넣어놓고 

나서리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목자는 자신이 잃은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알고 양을 찾으러 나섰을 것이다.  

요한 복음서의 말씀(요한 10,3-4)처럼 당대의 관습상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고, 각각의 양을 다 알아볼 수 있었기에, 또 양들 

역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기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목자는 

모든 양이 자신의 양이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양들을 지켜왔을 것이고, 양들도 

이러한 목자임을 알기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은 어떤 상태였을까? 일반적으로 

양의 시야는 퇴화해서 10m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발을 

헛디뎌 다치거나 벼랑에 떨어져 죽는 일도 

종종 발생했고,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다면 길을 잃은 양은 

두려움에 떨며 길을 헤매게 되고 목자를 애타게 찾아 울며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발견했을 때쯤에는 스스로 

더는 걸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가 더 많았다. 목자는 자연히 되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수밖에 없었으리라.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이는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애타게 찾아 

헤매던 자신의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을, 비유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할 축제의 장면으로 전해준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심을, 즉 회개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원하심을 설명해 준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는(시편 23,2-3) 착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되새기며, 당신의 양 떼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청하여 본다.

<최광희 신부, 신약의 비유 (부분), 가톨릭평화신문>

제81차 예비자 입교식이 지난 8일(일) 하상관에서 진행되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용기내어 이자리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리 수업뿐만 아니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리 교사들과 선교부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예비자들은 이 날 첫 수업을 시작으로 6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28일(금) 영세를 받는다.

제81차 예비자 입교식

되찾은 양의 비유

△ 로마 인근 성당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CNS)

성경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 하는 목자의 마음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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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ommunion

Confirmation

Secretaries(교무)

Grace Sung Min Cho(조성민)
Orchestra 

& Music Activity

Jr. High Activity

Student Liturgy

6th-8th Grade Teachers  

Stephen Shieko (스티븐 쉬코)

Son of Yak Jong Chong, who was martyred 
in 1801 in the persecution of Shin-Yu(an 
attack on the faith that killed all the clergy in 
the country). Son of Saint Yu Cecilia; broth-
er of Saint Jung Hye. Paul, though a layman, 
reunited the scattered Christians, and 
encouraged them to keep their faith and live 
their faith. 
He wrote the ‘Sang-Je-Sang-Su’ which explained to the Korean govern-
ment why the Church was no threat to them. He crossed into China 
nine times, working as a servant to the Korean diplomatic corps. �ere 
he worked to get the bishop of Beijing to send more priests to Korea. He 
pleaded directly to Rome for help, and on 9 September 1831, Pope 
Gregory X proclaimed the validity of the Korean Catholic diocese. 
When the clergy began to return, Paul entered the seminary. However, 
he died in the Gi Hye persecution of 1839 before he could be ordained. 
One of the great founder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하상 한국학교는 지난 9월 7일(토) 체육관에서 2019-2020 학년도 개학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분반 시험을 본 후 자신의 학년과 한국어 실력에 따른 학급을 

배정받아 일 년 동안 지도해 주실 담임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사들은 지혜와 인내,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좋은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기를” 당부했다. 

하상 한국학교는 2019년 9월 7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어 교육과 특별활동 수업을 한다.  

*문의 : 김정선 교감  (571) 217-894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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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listens to and answers all prayers, so be careful what you pray 
for… you may just get what you ask for! �rough all the ups and 
downs, the faithful and unfaithful moments of my life, I came to 
know that to be truly happy in this world, I would need to do what 
God wants for me.  Since God truly loves me, why would he not 
want the very best for me? So I prayed for 2 things: 

1) “Help me to know what it is you [God] want for me – 
because oftentimes is hard to know what that is…” 
and, more importantly, 

2) “Help ME to want what YOU want – because oftentimes 

we don’t want the same things…”.  

�is is how God answered.

What does a chopstick, ten hex nuts, and a sand timer have to do 
with understanding yourself and God's vision for you? Come and 
find out!  Come with your energy, enthusiasm, and openness. Come 
ready to play and think! 

Fr. Joe Kim, OFM Conv. was born in Orange, CA. He completed a BA 

in philosophy with a minor in psychology from St. John’s Seminary 

College (Camarillo, CA) before he entered the Conventual Francis-

cans. He studied for the priesthood at the Dominican School of 

Philosophy and Theology (Berkeley, CA) and St. Patrick’s Seminary 

(Menlo Park, CA) and completed his master of divinity. After ordina-

tion, he has served as associate pastor at St. Thomas Aquinas in 

Reno, NV.  He also served as pastor of Our Lady of Guadalupe in 

Hermosa Beach, CA.  He served as vocations director of the Califor-

nia Province of the Franciscans.  Presently, Fr. Joe ministers as part 

of the campus ministry team at the Catholic Center at USC and 

serves as an Air Force Reserve Chaplain. Fr. Joe is very active and 

strives to share the joy of the Gospel into every ministry and relation-

ship.

He is a Roman Catholic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Boston. Ordained in 2018, his current and first 

assignment is to the Quincy Catholic Collaborative comprising the 

parishes of Saint Mary’s, Sacred Heart, and Saint Ann’s. He is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Some of his hobbies include 

exercise and travel.

Sr. Theresa Lee, FMA is a perpetually professed Sister of the Daugh-

ters of Mary Help of Christians (also known as Salesian Sisters of St. 

John Bosco). She is a graduate of Williams College (MA) and after 

earning her MA in Secondary Education, she entered religious life. 

Since then, she is grateful and thrilled to have studied, lived, and 

served in Italy, Israel, New Jersey, New York, Louisiana, Illinois, and 

Florida. 

She is a Salesian Sister of St. John Bosco having 

professed first vows in 2015. She most recently 

served as a teacher of Theology at St. John Neumann 

High School in Naples, FL. Born and raised in New Jersey, Sr. Chris-

tina was a parishioner at St. Andrew Kim Parish in Maplewood, NJ 

and St. Joseph Parish in Demarest, NJ. Prior to entering the 

convent, she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in New York City.

He is a native of Buffalo, NY, though he moved to 

the Arlington Diocese when he was a child and 

attended Our Lady of Angels Parish in Woodbridge, VA. He graduat-

ed from Virginia Tech in 2003 with a degree in Computer Engineer-

ing, and worked in the field for a few years. In 2006, he entered 

seminary formation for the Diocese of Arlington, attending both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D, and the Pontifical 

North American College in Rome. After his ordination to the priest-

hood in 2013, Fr. Isenberg served as Parochial Vicar at St Veronica 

Parish, Chantilly, VA. In June 2018, Fr. Isenberg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Vocations for the Diocese of Ar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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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행사 ▷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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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미사(오전 6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시), 하상회/안나회 모임(오전 11:30,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5),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나눔터)

날짜

16일(월)

17일(화)

20일(금)

21일(토)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평일미사(오전 6시)

18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오후 2시)

요한회 모임(오전 11:30),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루카회(오전 11:30),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꾸르실료 특강(오후 2:30, A-1)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임원 회의(오후 8시, B-1,2)

19일(목)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간

연중 제24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2일(일)

9월  15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9년 9월 8일(연중 제23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일헌금…………………………………$8,477.00
교무금………………………………… $13,235.00
교무금(크레딧카드) ……………………$2,850.15
특별헌금……………………………………$100.00
2차헌금 …………………………………$3,195.00
합계…………………………………… $27,857.00

♥ 병중에 계신분

♥ 군복무자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효천), 안범진(다니엘)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  작은 성지들. 묵시아와 피스테라

9월 19일(목)  오후 5:00-6:00
9월 20일(금)  저녁 8:00-9:00
9월 22일(일)  오전 6:00-7:00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4주간 : 잠언 14-19, 갈라 4

이번 주일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Cox Ch.30, 830 
Fios Ch. 30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1 2차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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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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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3

17 제2회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제2회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4
•일시 : 9월 26일(목) 오후 8시-오후 9:30(성당)
•강사  : 한기철 실바노 신부(성 바오로 수도회)
•주제 :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Vinny Flynn 저서를 중심으로)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전신자 특강전신자 특강

8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1시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18 성당 묘지 구입 (20% 할인 )성당 묘지 구입 (20% 할인 )

•일시 : 10월 5일(토) 오전 11시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703)988-8206

19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7:30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신청 : 9월 8일(일) -10월 6일(일), 미사 후, 친교실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7 복사단 모임복사단 모임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1시(B-1,2)

하상회 / 안나회 월례회의 및 추석잔치하상회 / 안나회 월례회의 및 추석잔치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30에 픽업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2019-2020학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9

16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ll Run Park Shelter 7
•모든 꾸르실리스따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울뜨레야 야외 울뜨레야

6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신청 : 9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단 학생 모집 복사단 학생 모집

5
•학생 미사에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학년 : 7학년 - 12학년 (노래, 관현악)
•오디션 : 9월 15일(일) 오후 1시 (하상관 지하 #7)
•문의 : 스테파니아 조 (703)725-3167

 CYO 성가 / 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CYO 성가 / 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빠뜨리치안회 월례모임빠뜨리치안회 월례모임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주제 : 고통의 문제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3

•일시 : 9월 21일(토) 오후 2시, 본당 (참가비 무료) 
•등록 : 9월 15일까지, 10시 미사, 11:40 미사 후, 성당 입구 

14 동중부 꾸르실료 특강 - 향주삼덕동중부 꾸르실료 특강 - 향주삼덕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30 - 오후 4:30, 친교실
•민병섭 바오로 신부(성서 신학박사, 전 대전 가톨릭대 총장, 

   현 리치몬드 성당 주임신부)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5 사도 임원회 및 가족 피크닉사도 임원회 및 가족 피크닉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1시(나눔터)
•사도 임원회 및 가족 피크닉을 갖고자 하니 참석하실 
   분은 총무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사도임원회사도임원회

•일시 : 9월 20일(금) 오후 8시(B-1,2)

11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

12

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

10 대학 진학 세미나(교육부 주관)대학 진학 세미나(교육부 주관)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A-1,2)
•주제 : “대학 진학에 대한 모든 것”
•강사 :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 행사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 행사 

※ 하상 성인학교에서 사용하던 장구 판매하실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구교실 강사 김춘실 마리아 (703)9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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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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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종합 보험

703-352-1073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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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가정의학과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암)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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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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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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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보험·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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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2019년 9월 15일교우 비즈니스 광고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 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Well Skin Care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