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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3,1-9 |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시편 126(12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로마 8,31ㄴ-39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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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5.38-39)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나해)

<순교자들>, 김옥순 수녀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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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

2세기 테르툴리아누스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뒤 순교자들의 

피로 심은 교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과 일상 속 신앙의 증언입니다. 오늘 제2

독서를 통하여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기념하는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은 살아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의 은총을 청하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을 

물질주의와 세속화 현상으로 보셨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화 현상은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괜찮아!’ 또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나의 사고와 맞지 않으면, 합리적, 이성적, 

일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나의 하느님’을 만들고 추종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기보다 옳은 길,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길을 갈 때,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페레올 주교님께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라고 심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관장의 

질문은 김대건 신부님 한 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천주교인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에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질문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고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시복 시성 기원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앙의 싹을 틔워주신 신앙 

선조들의 삶을 기리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당당한 후손이 되어야 겠습니다. 아울러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합시다. 오늘 미사는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최양업 사제 시복 시성 기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s://cbck.or.kr/jubilee-of-200th-StAndrewKim/Resources?no=2020147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시복 시성 기원의 해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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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사람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교리를 믿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답> 사람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교리를 믿고 실천하기는 매우 극난한 일입니다. 

천주의 은총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183. 천주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천주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특별히 기도와 성사(聖事)입니다. 

 

184. 은총은 무엇입니까?  

<답> 은총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천주께 공으로 받는 초성한 

사랑이요, 도우심입니다. 

185. 은총이 몇 가지 있습니까?      

<답> 은총은 성화은총(聖化恩寵)과 도움은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은총을 그저 은총이라 부르고 도움의 은총은 그대로 도움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186. 성화은총이 영생을 얻기에 필요합니까?  

<답> 성화은총은 영생을 얻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누구든지 비록 무죄한 

어린 아기라도 이 은총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187. 성화은총은 처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답> 성화은총은 본래 세례로써 처음 받게 됩니다. 

188. 성화은총은 어떻게 잃게 됩니까? 

<답> 성화은총은 대죄를 범하면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189. 잃어버린 성화은총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 잃어버린 성화은총은 고해성사나 상등통회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190. 도움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답> 도움의 은총은 우리 영혼의 힘을 돕는 은혜로써 본성을 초월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천주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영혼을 비추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선을 힘써 행하고 악을 굳이 피하게 하시며 마침내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1. 도움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답> 도움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 본성의 힘만으로는 영원한 

초성생명을 얻어 누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2. 천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도움의 은총을 주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도움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주시므로, 신자들이 이를 잘 받아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193. 공로(功勞)는 무엇입니까? 

<답> 공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성화은총의 지위에서 

도움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194. 공로로써 우리가 받을 만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답> 공로로써 우리가 받을만한 상급은 은총을 더 많이 받음과 영원한 생명과 천당 

영광의 더함입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본당 교리 경시대회(11월)를 준비하며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

問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이 조선대목구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에 펴낸 

문답식 천주교교리서>을 연재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며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는 은총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https://stpaulchung.org/content/gospel-quiz

홈페이지 > 소식과 나눔 > 나눔의 방 > 천주교 교리문답 

문제를 클릭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본당 웹사이트

 

173. 본죄는 무엇입니까?  

<답> 본죄는 계명을 알고도 자유로 범하는 것입니다.  

174. 본죄는 몇 가지 모양으로 범하게 됩니까?  

<답> 본죄는 여러 가지 말과 모양으로 범할 수 있는데, 특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천주와 타인과 자신을 거스려 범하게 됩니다. 

175. 본죄는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본죄는 대죄와 소죄 두 가지 있습니다. 

176. 대죄(大罪)는 무엇입니까? 

<답> 대죄는 계명이 중한 줄 밝히 알고도 온전한 자유로 범하는 것입니다.  

177. 대죄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 대죄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는 은총과 모든 공로를 다 잃고,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8. 소죄(小罪)는 무엇입니까?  

<답> 소죄는 계명이 중대치 않은 줄로 알고 자유로 범하는 것입니다. 

179. 소죄(小罪)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 소죄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는 천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점점 줄어들고 차차 

대죄에까지 빠지게 되기 쉽고 또한 현세의 고통과 후세의 연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0. 모든 죄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악의 근원은 대개 일곱 가지를 말할 수 있으니, 교만과 인색과 미색과 

분노와 탐욕과 질투와 게으름입니다. 

181.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을 주는 것은 대개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을 주는 것은 죄악으로 유인하는 세속적인 경향과 

자신의 과도한 육육과 갖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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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신부님 미사 강론      

2. 시대의 징표와 신앙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강좌 - 

                                      “교회 안에서 청년의 임무”

9월 23일(목)  오후 5:00-6:00

9월 24일(금)  저녁 8:00-9:00

9월 26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22일(수)  오전 6:15-6:45

9월 25일(토)  오전 8:00-8:3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피정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9월 12일(연중 제24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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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헌금 - 뉴올리언스 한인 성당 돕기2차 헌금 - 뉴올리언스 한인 성당 돕기

•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아직 정전 중에 고통을 겪는 

 뉴올리언스 한인 성당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일헌금………………………… $ 7037.88

교무금………………………… $ 9,410.00

교무금(신용카드) …………… $ 2,8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600.00

2차 헌금……………………… $ 2,736.00

온라인 봉헌 ………………… $ 4,550.00

합계…………………………… $ 27,153.88

9월 26일(일) :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Bristow Manor Golf Club)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역대신부님 초청)

10월 16일(토) : 장터한마당, 본당 주차장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10월 31일(일) : 야외미사, Bull Run Park
11월 7일(일)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 중심)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Cox Ch.30, 830 
Fios 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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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필사 봉헌성경필사 봉헌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 일시 : 9월 26일(일) 오후 1시

• 참가자들은 26일 12시까지 Bristow Manor Golf Club 

 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21일(화) 오후 7:30

  합동 위령미사 예물 봉헌(사무실)

꾸르실료 회합꾸르실료 회합

• 일시 : 9월 24일(금) 오후 8시 (A-1,2,3)

• 주제 : 제341차 울뜨레야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하상회 월례회의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B-3,4)

안나회 월례회의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A-1,2,3,4)

요한회 월례회의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30(나눔터)

• 나눔터 페인트 작업봉사도 함께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가톨릭 성서모임 가을학기 개강 미사가톨릭 성서모임 가을학기 개강 미사

• 일시 : 9월 19일(일) 오후 5:00 미사 

• 25주년 감사미사 때 성경필사 노트를 전시합니다.

 성경필사 노트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행사 후 주교님 서명과 사진 촬영 후 돌려 드립니다.

•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만 필사하신 분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복사단 모집성인복사단 모집

• 성인 복사단 12명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자격은 평일 새벽과 수요일 오전 미사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주 1회 이상 평일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복사단은 자신이 복사복을 맞추어야   

 합니다(200불 정도).

•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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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100주년 행사레지오 100주년 행사

• 일정 : 10월 2일(토) 오전 7:30 성당 출발 

• 장소 :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 레지오 단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모집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모집

• 해설 및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 마감 : 10월 3일

• 공개 오디션 : 10월 10일 오전 11:30, 성당

• 문의 : 권미경 모니카 (410) 241-2520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안내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안내 

• 일시 : 10월 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25주년 장터 한마당 25주년 장터 한마당 

• 일시 : 10월 16일(토)  11시-5시, 본당 주차장 

• 행사 내용 : 음식 부스(부스 사용료 없음), 

 Youth Festival(장기자랑) , 노래자랑

•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친교실)

결혼 희년미사 안내결혼 희년미사 안내

결혼 25주년(1996년), 50주년(1971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7일(일) 2:30pm, 알링턴 주교좌성당,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 신청 : 10월 1일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5K 걷기 / 달리기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23일(토) 오전 8:00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8시, 10시 미사 전·후(성당 로비)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 $30(3명)

•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문의 : 복지부장 김 소피아 (703) 314-0905

2021년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여행2021년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여행

교구에서는 성 요셉의 해를 맞이하여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과 함께 순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30일(토) 오전 9:30–오후 2:30
                (성당 버스 출발 오전 8:30)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 신청 : 9월 26일까지(친교실)      •  회비 : 10불

• 문의 : 한상준 프란치스코 단체부회장 (703) 439-8992

알링턴 교구 가정 문제 상담 알링턴 교구 가정 문제 상담 

• 알링턴 교구(인간존중, 가족, 결혼생활)에서는   

 불임부부, 조기 유아 사망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703) 841-2575 
             therese.bermpohl@arlingtondiocese.org

· 노재성의 자(子) : 노찬성(크리스토퍼)

· 신대홍의 녀(女) : 신소희(클렐리아)

· 일시 : 9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공시 : “모든 신자들은 만일 현 혼인에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1069조).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월, 목, 토 화, 금 수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7:30 PM

· 6:00 AM     · 7:30 PM      · 11:00 AM

https://www.dc13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