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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11,25-29 |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시편 19(18)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야고 5,1-6|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마르 9,38-43.45.47-48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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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을 때,

소외된 이들, 거부당한 이들, 버려진 이들을 

받아들여 더욱더 넓은 ‘우리’가 될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 배웠나이다.

 

추방당한 이들을  공동체와 교회인

‘우리’ 안으로 모아들이는

환대와 도움의 손길에 강복하시어

이 땅이 아버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모든 형제자매에게 공동의 집이 되게 하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2021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중 -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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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묵상

묵주기도 성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 부분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부분을 잘라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죄를 지은 육신을 잘라 낸다면, 우리는 

정화되고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아닙니다. 의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함 때문에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 위에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은 듯이 답답하고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믿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사,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마르 1,40-42 

참조), 시력을 되찾은 바르티매오(마르 10,46-52 참조), 

죽음에서 되살아난 라자로(요한 11,1-44 참조)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풍성합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자비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35면 참조).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나약함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낸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묵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이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 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때에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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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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들어 천주께로 향하는 것이니, 곧 천주를 흠숭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죄사하여 주심을 빌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96.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천주께서 명하신 것이고, 또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천주께서는 흔히 당신의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197.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답> 기도는 예수의 말씀대로 그침없이 항상 해야 하지만, 특히 아침 저녁과 모든 

주일과 파공축일과 더욱이 유혹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할 것입니다. 

198. 기도는 몇 가지 있습니까?  

<답> 기도는 묵상기도와 구설(口說)기도 두 가지 있습니다. 

199. 묵상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 묵상기도는 마음과 정신으로 천주와 이야기하거나 천주의 현존(現存) 안에서 

천주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음미하는 것입니다. 

200. 구설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 구설기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경문을 입으로 정성껏 외우거나 읽는 것이니,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단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1. 기도문 중에 가장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께서 친히 지어주신 ‘주의기도’와 교회에서 성경말씀을 뽑아 제정한 

‘성모송’입니다. 

202. 주의기도는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답> 주의기도는 일곱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앞 부분의 세 가지는 천주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네 가지는 우리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203. 성모송은 몇 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답>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편은 가브리엘 천사와 성녀 엘리사벳이 성모께 

인사드리던 말씀이고, 후편은 성교회에서 비는 말씀입니다. 

  

204. 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성사는 예수께서 친히 정해주신 유형한 표적으로서, 그 표시하는 은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205. 성사로써 받는 은총은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성화은총을 주거나 더해 줌이고, 성사은총이니, 각 

성사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의 은총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206. 성사는 어떻게 은총을 이루어주게 됩니까? 

<답> 성사는 행하는 예절의 힘으로 아무 장애가 없는 이에게 은총을 이루어 줍니다. 

207. 성사는 몇 가지 있습니까?  

<답>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세례, 견진, 고백, 성체, 병자, 신품, 혼인입니다. 

208. 7성사 중에 죄인이 받는 성사는 어느 것입니까?   

<답> 7성사 중에 죄인이 받는 성사는 세례와 고백입니다. 

209. 7성사 중에 의인이 받는 성사는 어느 것입니까? 

<답> 나머지 다섯 가지입니다. 즉, 견진, 성체, 병자, 신품, 혼인입니다. 

210. 일곱 가지 성사 중에 일생에 한번만 받는 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와 견진과 신품인데, 이 성사를 다시 받지 못하는 것은 영혼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인호(印號)를 박아주기 때문입니다.

211. 세례와 견진성사 때, 대부 대모를 세워 신친(神親)을 맺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대부•대모가 대자녀를 타당히 잘 가르쳐 교우 본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212.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로 씻는 예절인데,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벌까지 온전히 면함을 받으며 천주의 자녀가 되고 천주교회의 지체가 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받습니다. 

213. 세례성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합니까? 

<답> 세례성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것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만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나지 아니하면 능히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14. 세례성사는 누가 거행합니까? 

<답> 세례성사는 교회의 사제가 정식으로 거행합니다. 

215. 세례성사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가 거행할 수 있습니까?  

<답> 세례성사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무라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216. 세례성사를 어떻게 예비하여 받습니까?   

<답> 아직 철이 나지 않은 어린이는 아무 것도 예비할 것이 없으나, 철이 난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교리를 넉넉히 배우고 죄를 통회할 것입니다. 

217. 신자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언제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답> 신자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세례성사를 지체없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3일 안에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8. 외교인들에게 임종대세(臨終代洗)를 힘써 주는 것은 어떠합니까?  

<답> 외교인들에게 임종대세를 주는 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고마운 일이며, 가장 큰 

선공(善功)이요, 기도가 되는 것이므로 힘써 할 것입니다. 

219. 세례를 거행하는 규식은 어떠합니까?   

<답> “(아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하면서 

맑은 자연수로 이마나 머리를 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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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신부님 미사 강론      

2. 특강: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6)

9월 30일(목)  오후 5:00-6:00

10월 1일(금)  저녁 8:00-9:00

10월 3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29일(수)  오전 6:15-6:45

10월 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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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지 순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9월 19일(연중 제25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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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헌금………………………… $ 7336.00

교무금………………………… $ 9,580.00

교무금(신용카드) …………… $ 5,24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630.00

2차 헌금……………………… $ 4,916.00

온라인 봉헌 ………………… $ 5,115.00

합계…………………………… $ 32,817.00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 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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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까지 Bristow Manor Golf Club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대회를 위해 홀 스폰서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감사미사본당 승격 25주년 감사미사

• 일시 : 10월 3일(일) 오후 3시 

• 주례 : 알링턴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 복장 : 양복과 한복을 권고합니다.

• 10월 3일(일) 미사는 오전 8시와 오후 3시만 있습니다.

복사단 모임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 26일(일) 오후 4시, 친교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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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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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까지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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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

본당 승격 25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천주교교리문답과 7성사를 중심으로 

교리경시대회를 합니다.

• 일정 : 11월 7일, 구역 대항과 개인전

• 시상 : 구역별, 1, 2, 3등에 상금

• 개인전 : 골든벨을 울리는 분께는 인천 왕복 항공권 /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LA 왕복항공권 수여.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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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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미사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미사 

• 일시 : 10월 2일(토) 오후 6시, 성당 

유아세례유아세례

•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출신 백운택(어거스틴) 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 축하미사본당 출신 백운택(어거스틴) 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 축하미사

• 일시 : 10월 10일(일) 오후 5시 

• NJ 성요셉 천주교회(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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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6일까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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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10월 23일(토)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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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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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 314-0905

주교님과 함께 하는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주교님과 함께 하는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

성 요셉의 해를 맞이하여 알링턴 교구에서는 주교님과 

함께 순례와 기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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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비 : 10불

• 문의 : 한상준 프란치스코 단체부회장 (703) 439-8992

성당 입구 서행 운전성당 입구 서행 운전

• 성당앞 Rippling Pond 도로에서 25마일로 서행해   

 주세요. 특히 새벽미사에 오실 때 조심해 주시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에 오면서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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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