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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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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 10, 21-22>

연중 제28주일 (나해)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하인리히 호프만



연중 제28주일

복음 묵상

성화 해설

오늘 복음에는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 왔으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게 

되었고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지닌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일까요? 구원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의 내면에는 하느님 

나라라는 지고한 가치를 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세에서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현세의 안락함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하느님 

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나라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당신을 따르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 

얼굴이 복음의 부유한 사람처럼 울상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슬픈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부자이면서 인색한 사람이 성경(마태오 

19,16-26; 마르코 10,17-27; 루카 18,18-27)에 

나오고, 이 성경을 배경으로 독일화가 

하인리히 호프만(Heinrich Hofmann, 

1824-1911)은 1889년에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을 그렸다. 그는 인물화를 

주로 그린 화가답게 예수님의 모습에 

정성을 들였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다 지켜 

왔다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묻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을 배경으로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서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는 건물 

밖의 상복을 입은 과부와 목발을 짚고 

옷을 반쯤 벗은 초라한 노인을 두 손으로 

가리키시며 부자 청년을 바라보신다. 

부자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울상이 되고 

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표정과 몸짓이 그를 슬프게 만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지옥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후한 사람은 천국에 산다. 인색하고 후한 마음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에 달린 

것이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성찰해보자.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中 부분>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하인리히 호프만

(마르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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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반성은 무엇입니까? 

<답> 반성은 마음을 기울여 영세한 후로나, 혹은 지난 번 고해성사를 받은 후로

       범한 모든 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246. 반성은 어떠한 죄에 대하여 합니까?   

<답> 반성은 모든 큰 죄에 대하여 불가불(不可不) 해야 하고, 

       작은 죄에 대하여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247. 큰 죄에 대하여 반성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 큰 죄에 대하여 반성할 점은 번수와 종류를 변하게 하는 연유입니다. 

248.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답> 작은 죄를 큰 죄로 변하게 하는 것과 큰 죄가 한 가지 행실로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249.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가장 중요한 것은 통회이니, 죄를 뉘우쳐 아파하는 것입니다. 

250. 진정한 통회를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진심으로 하고, 본성을 초월하게 하고, 극도에 달하게 하고, 

       모든 잘못을 다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251. 진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외모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죄를 아파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252. 본성을 초월하게 통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본성적인 이유에서보다도 신앙면에서 통회한다는 것입니다. 

253. 극도에 달하게 통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죄를 더 아파하고 한(恨)한다는 것입니다.

254. 작은 죄 밖에 없거나 혹은 지난 번 고백 때 제대로 사함을 받은

         죄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작은 죄 밖에 없거나 혹은 지난 번 고백 때 제대로 사함을 받은 죄밖에 

       없을 때에도 통회는 반드시 해야 하며, 한 두 가지 죄만 통회하여도 됩니다. 

255. 통회는 몇 가지 있습니까? 

<답> 통회는 두 가지가 있으니, 상등(上等)통회와 하등(下等)통회입니다. 

256. 상등통회는 무엇입니까?    

<답> 상등통회는 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만유(萬有)위에 사랑하여야 할 천주께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257. 하등통회는 무엇입니까?   

<답> 하등통회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죄악의 추악함과

       지옥벌을 받고 천당복을 잃게 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258. 상등통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답> 상등통회의 효과는 고해성사 볼 뜻을 겸한 경우, 고해성사 전에라도 

       즉시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259. 하등통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답> 하등통회의 효과는 반드시 고행성사를 겸하여야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260. 결심은 무엇입니까?   

<답>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지을 기회까지 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261.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진정한 통회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62. 고백은 무엇입니까?  

<답> 고해성사를 집행할 권(權)이 있는 신부 앞에서 반성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263. 천주교회는 왜 신자들이 신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명하고 있습니까? 

<답> 예수께서는 사제들에게 죄를 사하여 풀어주거나 혹은 풀어주지 않는 권을

       주셨으니(마태오 18,15-18), 풀고 혹은 풀지 못할 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64.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고백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니, 반성한 모든 대죄는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고백해야 하며, 겸손하고 명백하며 정직하게 하고, 

       쓸데없는 핑계와 긴 말을 피할 것입니다. 

265. 사제가 고백으로 들은 죄를 혹시 누설할 염려가 있습니까? 

<답> 사제가 고백으로 들은 죄를 혹시 누설할 염려는 없으니, 교회에서 엄벌로

       금하는 것이고, 또 천주께서 당신의 안배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266. 대죄 하나라도 일부러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대죄 하나라도 일부러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모두 무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267. 잊어버리고 고백을 하지 못한 대죄는 어떻게 됩니까? 

<답>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못한 대죄는 간접으로 사함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 번 고해성사 때 고백하여야 합니다. 

268. 일부러 대죄를 빼거나, 혹은 통회나 결심이 없이 

         고해성사를 모독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일부러 대죄를 빼거나 혹은 통회나 결심이 없이 하여 고해성사를

       모독하였으면, 그렇게 잘못 고해성사 본 후로, 고해성사와 영성체 한 번수와

       잘못 고백하였을 때 빠뜨린 죄와 그 후 새로 범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269. 보속은 무엇입니까? 

<답> 보속은 죄를 징계하는 벌이고,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함을 피하게 하는 약입니다. 

270. 보속은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보속은 천주께서 정하신 것과 사제가 정해주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271. 천주께서 정하신 보속은 무엇입니까? 

<답> 남에게 끼쳐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니, 

       되도록 고해성사 보기 전에 함이 타당합니다. 

272.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은 무엇입니까? 

<답> 기도나 다른 착한 행위나 혹은 고신극기로서 

       고해성사 후에 반드시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273.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만 하는 것이 넉넉합니까? 

<답>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만 하는 것이 넉넉치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보속을 하거나 대사를 얻음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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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집 : 성 정 바오로 성당 본당승격 25주년 
        기념 미사 녹화중계

10월 14일(목)  오후 5:00-6:00

10월 15일(금)  저녁 8:00-9:00

10월 17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13일(수)  오전 6:15-6:45

10월 1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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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기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0월 3일(연중 제27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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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6

주일헌금……………………… $ 8,276.00

교무금………………………… $ 4,700.00

교무금(신용카드) …………… $ 3,01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10,140.00

온라인 봉헌 ………………… $ 3,170.00

합계…………………………… $ 2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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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시움 월례회의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0일(일) 오전 11:40(A-1,2)

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

본당 승격 25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천주교교리문답과 7성사를 중심으로 

교리경시대회를 합니다.

• 일정 : 11월 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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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공개 오디션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공개 오디션

• 공개 오디션 : 10월 10일(일) 오전 11:30, 성당

• 문의 : 권미경 모니카 (410) 241-2520

25주년 장터 한마당 25주년 장터 한마당 

• 일시 : 10월 16일(토)  11시-5시, 본당 주차장 

• 음식 쿠폰 판매(5불) : 사전 티켓 구매시 

                                   경품 티켓 2매 증정 

• 경품 : 아이패드 or 아이팟, 청소기, 생활용품 등

• 음식 메뉴 : 순대, 김밥, 빈대떡, 떡볶이, 오뎅국,   

 비빔밥, 잡채, 라면, 튀김우동, 부추부침개, 핫도그,   

 고기구이, 돼지보쌈, 커피, 음료, 주류

• 행사 내용 : 음식 부스(부스 사용료 없음), 

 Youth Festival(장기자랑), 노래자랑 

• 음식 쿠폰은 친교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회의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16일(토) 오전 11시(A-1,2)

하상회, 안나회 월례회의하상회,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7일(일) 오전 11:40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7일(일) 오전11:40(하상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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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식(10불)

• 문의 : 한상준 프란치스코 단체부회장 (703) 439-8992

성당 입구 25마일 서행 운전 성당 입구 25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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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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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tps://www.dc13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