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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 2,18-24 | 둘이 한 몸이 된다.

시편 128(127)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히브 2,9-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마르 10,2-16 <또는 마르 10,2-12>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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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르 10,14-16>

연중 제27주일 (나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최영심 作

유리화, 애덕의 집, 벽제, 경기



연중 제27주일

복음 묵상

성화 해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혼인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제1

독서에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외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협력자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 하느님 앞에서 하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창세 3,12). 앞에서 한 

말과 지금 이 말이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나요? 아담의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에게 아담은 남편이 아니라, 

이른바 ‘남의 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도 이처럼 

현실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성경이 전해 주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한 어려움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 견뎌 

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때로는 ‘남의 편’ 같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남편 그리고 아내는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어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유리화가 최영심(1946~)은 애덕의 집에 신·구약의 주요 

장면을 몇 점의 유리화로 제작했다. 애덕의 집에 있는 

여러 장애인들은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헌신하는 수도자들과 봉사자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유리화‘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애덕의 집의 

성당을 장식한 아름다운 유리화 가운데 한 점이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양팔로 감싸주며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께 안긴 아이도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분을 쳐다보고 

있다. 

 그 앞의 엄마들은 품에 아기를 안고서 예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뒤의 제자들은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주님 품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닮게 창조된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정웅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中에서>

아이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모 찬송묵주기도 성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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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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붙여 본명을 정하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 성인을 주보(主保)와 모범으로 모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1. 세례받는 사람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답>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마귀를 끊고 교리를 믿어 증거하고, 계명을 지키며 

덕을 닦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222.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혈세(血洗)와 화세

(火洗)입니다. 그러나 인호와 다른 성사 받을 자격은 수세(水洗)로만 받습니다. 

223. 혈세는 무엇입니까?   

<답> 혈세는 순교하는 것이니, 곧 천주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224. 화세는 무엇입니까?     

<답> 화세는 하느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으로서 상등통회와 

세례 받을 원의(願意)를 겸하여 지니는 것입니다.  

  

225. 견진은 무엇입니까?   

<답> 견진은 성령과 그 칠은(七恩)을 주는 성사로, 이 성사를 받는 자 예수의 

군사가 되어 말과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226. 견진성사는 누가 거행합니까?  

<답> 견진성사는 주교가 거행하며, 사제가 거행할 때는 주교가 축성한 성유를 

씁니다. 

227. 성령 칠은은 무엇입니까? 

<답> 성령칠은은 슬기와 통달과 의견과 굳셈과 지식과 효성과 두려워함입니다. 

228. 슬기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하느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게하는 모든 사정을 즐겨 찾게 하는 것입니다. 

229. 통달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지능이 미치는 데까지, 신덕의 오묘한 도리를 믿도록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230. 의견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231. 굳셈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영신적 힘을 증가시켜서 영생을 얻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고 순교까지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32. 지식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233. 효성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모시며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234. 두려워함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 죄를 범하여 천주께 불합할까 항상 두려워하게 함입니다. 

235.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예비하여야 합니까? 

<답> 교리공부를 하여 상당한 교회지식을 갖추고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36.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의 본분은 덕을 닦는데 힘쓰고, 세상 환난을 참아 

받으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237. 고해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성사입니다. 

238. 고해성사로 죄가 어떻게 사하여 집니까?  

<답> 고해성사로 죄가 사(赦-용서하다)하여 지는 것은, 통회하는 신자의 죄 고백을 

들은 사제가 사죄경(赦罪經)을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그어 죄 사함을 베풀어줌으로 

됩니다. 

239. 천주교회는 죄 사하는 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답> 천주교회에 죄 사하는 권을 행사하는 연유는 교회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에 의한 것입니다. . 

24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하는 권을 어떤 말씀으로 

위임하였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권을 위임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푼 죄는 나도 하늘에서 풀어주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풀어주지 않은 죄는 나도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241. 고해성사권을 받은 사제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입니까?   

<답> 고해성사권을 받은 사제들은 죄 사하는 권에 있어서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242.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답> 세례받은 후로 죄를 지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243. 고해성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답> 고백하고 통회하는 모든 큰 죄와 작은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벌을 면하게 

하며, 현세와 연옥에서의 벌을 줄여주고, 도움의 은총을 더하여 앞으로 죄지음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244. 고해성사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답> 고해성사에 필요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반성, 통회, 결심, 고백과 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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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신부님 미사 강론      

2. 특강: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7)

10월   7일(목)  오후 5:00-6:00

10월   8일(금)  저녁 8:00-9:00

10월 10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6일(수)  오전 6:15-6:45

10월  9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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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 신부님의 본당 승격 25주년 감사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교회 일치와 타종교 간 대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9월 26일(연중 제26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2

3

5

7

4

6

15

주일헌금……………………… $ 7,179.00

교무금………………………… $ 5,740.00

교무금(신용카드) …………… $ 2.6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120.00

온라인 봉헌 ………………… $ 2,510.00

합계…………………………… $ 18,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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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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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Cox Ch.30, 830 
Fios Ch. 30 

8

10

9

구역임원교육구역임원교육

• 일시 : 10월 10일(일) 오전 11:40(B-1,2)

복사단 모임복사단 모임

• 일시 : 10월 10일(일) 오후 4시(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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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주년 본당 골프대회25주년 본당 골프대회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를 

여러분들의 기도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챔피언 : 정용석 

• 각조 1등 :  일반 A조 - 정문기 / 일반 B조 - 천석기 

                  여성조 - 김생금 / 남성 장타 - 임흥진 

                  여성 장타 - 정민자 / 남성 근접 - 배석범                    

                  여성 근접 - 최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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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을 방문하신 신부님들을 환영합니다!본당을 방문하신 신부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본당에 디딤돌을 놓아주시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승격 25주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신 

박용식 시몬 초대신부님, 원주교구 총대리 곽호인 베드로 

신부님(6대), 김용성 타대오 신부님(5대)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유아세례

•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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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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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회의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16일(토) 오전 11시(A-1,2)

• 25주년 기념 장터 한마당 관계로 

 단체장 회의 날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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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마리아 순례여행날을 지정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30일(토) 오전 9:30–오후 2:30 (성당 출발 오전 8:30)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 신청 : 10월 10일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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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오 100주년 행사레지오 100주년 행사

레지오 100주년 행사가 지난 10월 2일 National Shrine
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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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출범한지 

35주년, 본당승격 25주년에 감사하며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의 시작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본당승격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오디션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오디션

• 일시 : 10월 24일(일) 오후 4시(하상관 음악실,B #7)

• 대상 : 7학년 -12학년 

 자유곡 1곡, Scale, 시험(Sight Reading-당일 설정)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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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https://www.dc13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