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나해)

부활 제6주일 (생명 주일)

제1691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요한 15,9-10)

<최후 만찬>, 지거쾨더 作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제2독서]⋯⋯⋯⋯⋯⋯⋯⋯⋯⋯⋯⋯⋯⋯⋯ 1요한 4,7-10

[화답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 15,9-17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6]

사랑의 송가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221] 받아주소서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504] 우리와 함께 주여
• 파견성가: [244] 성모의 성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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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6주일 (요한 15,9-17 | JN 15:9-178)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묵상
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신앙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려 해도 그가 한 일이 떠올라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실을 고치고, 더불어 그가 벌을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을 풀어 버릴 마음이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또한, 용서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고 그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s the Father loves me, so I also love you.
Remain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remain in his lov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might be complete.

No one has greater lov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려면
나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나에게 깊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내 안에 기쁨과

because a slave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예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너희도 내

because I have told you everything I have heard from my Father.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I no longer call you slaves,

평화가 충만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I have called you friends,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It was not you who chose me, but I who chose you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that will remain,

so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you.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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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교리

5월 성모 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낸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모 성월은 전 세계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은총의 여인’이며(루카 1,28),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신앙의 여인’(루카 1,38)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
수난까지 함께한 ‘동반자’이자 믿음과 청원을 도와주는 ‘전구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범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선행과 기도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

<성모자>, 최봉자 수녀 作

성모의 노래

▷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초대교회부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른 것은 마리아가 여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모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할 것을
부탁드린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 때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으시고 성모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신 노래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 “동정으로 잉태하셨으며, 동정으로 출산하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머무신다.” 성모님의 동정은 하느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신비이며, 하느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의 표징이다. 또한 성모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였음을 드러낸다.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셨다.” 성모님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며,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임을 나타낸다.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셨다.” 성모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성모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가르친다.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르다. 곧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다.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이 시기에 묵주 기도와 성모 성월의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각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본당 공동체는 5월의 어느 날을 정해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며 놓고 ‘말씀 전례’를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중심으로 ‘성모의 밤’ 행사를 한다.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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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CCD 학부모 간담회
자녀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는 길 함께 모색

ast Saturday, on April 28, First Communion students
made a pilgrimage to The Franciscan Monastery of
the Holy Land in Washington D.C. Visi�ng the Holy Land
delivered God's Messages ﬁrst-hand to our children
especially through Holy Land replicas.

주일학교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특별히 학년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4월 15일(킨더-2학년)과 4월
18일(6-8학년), 그리고 4월 29일(3-5학년)에 걸쳐 세 번의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와 PTO 회장단, 학년별 교사와 CCD 교감, 청소년 사도회
임원 등이 모인 가운데 주일학교 활동 및 계획을 보고하고 학부모들의
진솔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는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일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부모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년별로 관심사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좀 더 재미있는 주일학교 수업 및 행사
· 아이들 간의 친교 / 교우 문제
·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
· CCD부터 CYO 및 청년부까지 지속적인 활동
· 학부모 간의 친교 등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년별로 자리를 마련한 주일학교 측의 배려와
열성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정된 시간을 꽉
채우며 진지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된 간담회는 자녀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자라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주일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Fr. Bang accompanied 27 students. Along with the
chaperons, we arrived at the des�na�on where its place
welcomed us into beau�ful gardens, the scent ﬁlled with
peace of oasis. First, we all watched an introductory video
“behind the scenes” informa�on and accessed places
invisible without a guide. Then, we went to the replicas of
Holy Land shrines! From Purgatory Chapel Visita�on, Na�vity gro�oes to Mount Calvary, Holy Sepulcher shrines, plus
the catacombs, students experienced glimpses of Jesus’s
life. Through studying the saints whose sacred image were
displayed in the catacombs at the Monastery, students
learned many diﬀerent ways about the nature of discipleship for our Lord. I was impressed by the twelve apostles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altar in the shape of four
pillars because it reminded me that we, each of us, are the
Church in Him.

Dianne Hwang, 10th grade
I think that this was a really nice first lock in for me. I liked the environment, which was a bit similar to retreat which I loved. Praise was
definitely something I believe everyone enjoyed. The lemon game was
another great opportunity for upper and underclassmen to open up a
little better to each other. The senior Q&A was quite insightful even
though it was a little awkward and difficult to approach on both sides, we
all got a good laugh and some advice for the future. I really enjoyed this
year's lock-in and look forward to coming again next year.

Jennifer Hwang, , 12th grade CYO Teacher
We had a great turnout of more than 30 students at the 2018 CYO
Spring Lock-in. The theme of the event was fellowship and the reason
why we wanted to have the event was to give students a chance to
become closer with students from other grades. One of my favorite
moments was when the senior CYO students answered questions that
underclassmen had about high school. The event was possible with
support from many different people: Father Bang, all of the CYO teachers, Mr. Rhee, Mr. Steve Choi, SoSaYeSa, the CYO alumni volunteers,
and, of course, the CYO students.

A�er a short lunch break, we visited Lourdes Gro�o.
Students listened to the story of Lourdes appari�ons and
Our Mother’s messages given to St. Bernade�e regarding
the Immaculate Concep�on and prayers for the sinners.
On behalf of Our Mother’s request, we all prayed the
Rosary and Our Father, Glory Be, and Hail Mary for Pope
Francis and priests. At last, we stopped by the gi� shop.
While we were all shopping, students enjoyed browsing
and purchasing what they wanted in various sacred things.
As an extended class, First Communion students took a
short trip to the Franciscan Monastery in D.C. to learn the
purpose of living as a Jesus’ disciple from now on. I hope
our students can take their ﬁrst step toward evangelical life
upon receiving THEIR FIRST COMMUNION. I truly believe
that the students felt the way of the Chris�an life by experiencing the replicas of Holy Land shrines. On the way back
to our church, students seemed to have fun cha�ng and
being together with their peers on the bus, and some
looked relaxed.
I give special thanks to Fr. Bang, Admin. Clare SSN,
Catherine SSN, Rosaria SSN, and our suppor�ve parents.
Thanks be to God who sent beau�ful weather for us to
enjoy the day on this pilgrimage!

Michaella Nam, Catechist

꾸르실료 워싱턴 남성 18차 환영회

ANNOUNCEMENT

<Photographs by Parent volunteers>

1. Mother's Day Flower Making Event

• When : Sat., May 12, 2018, 11am-3pm
• Where : Parish Hall
• All students from grades 6th-12th are welcome
Lunch will be provided by the Parish Youth Ministry

2. First Communion Class Schedule

• Workshop : Sat., May 19, 2pm-4pm, Hasang Bldg. Room #106
• Family Interview with Fr. Bang : Wed., May 23 & May 30, 7pm-9pm
• Sacrament of Baptism : Fri., Jun. 1, during 7:30pm Mass
• 1st Penance : Sat., Jun. 2, 10am
• 1st Holy Communion: Sun., Jun. 3, during 11:40am Mass

꾸르실료 워싱턴 남성 18차 환영회가 지난 29일(일) 저녁 7시에
친교실에서 열렸다. 3박 4일의 단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열한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쁨을 나누었고 이어진 소감
발표시간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새로 탄생한 남성 18차 꾸르실리스따들에게 “평신도 사도직
역할을 잘 수행하며 그리스도적 삶을 살길 바란다”며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6

단체 소식

제2회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Knights of Columbus(K of C)가 주관하는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4월 22일(일) South Riding Golf Club 에서
열렸다.

2018 Golf Tournament

2018년 부활 꽃 봉헌자 명단

수상자
★ 챔피언 : 제임스 리

화창한 날씨 덕에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참가한 이번

박찬현, 강대성, 이준광, 조동훈, 김영자
젬마, 어도로테라, 황일용, 최건식, 김남식
안드레아,

곽종무,

김인자,

박춘선,

★ A조 우승 : 지선용

이 아나스타시아, 권선안, 김쥬리, 송상회,

대회는 백인현 주임신부도 함께 라운딩에 참여해 더욱 뜻깊고

☆ A조 준우승 : 김돈현

김을희, 김용일, 박복희, 이용자, 한경옥,

활기찬 대회가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K of C 회원들은 “참가자들이

★ B조 우승 : 곽노덕

이예식, 이정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도 많은

☆ B조 준우승 : 서학철

이순례, 지수성, 김 마리나, 안순상,

후원자들과 참가자들의 관심과 봉사로 무사히 대회를 치른 것에

★ 시니어 우승 : 임영하

이정완, 이명자, 이상길, 이기연, 한기남,

감사하며 협조해준 모든 신자들과 백인현 신부님께 감사드린다”고

☆ 시니어 준우승 : 김동한

신정원, 신혜원, 조현옥, 김경숙 안나,

전했다.

★ 여성부 우승 : 박인숙

정정아, 한 안토니오, 한금옥, 전원길,

☆ 여성부 준우승 : 김 요안나

안윤민, 이정하, 길해숙, 오승영, 한광모,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정성으로 모인 후원금 $4,140 은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에세이 콘테스트 장학금으로 지급될

★ 장타상 : 이종성

예정이다.

★ 근접상 : 조명규

윤비비안나, 노명숙,

임영재, 김옥임, 서효심, 이 스텔라,
김방환, 정우석, 유시명, 조재형, 이정렬,
강수환, 김기수, 오복미, 정형순, 강희성,
조경구, 이창재, 홍성원, 주광국, 김명희,
조형연, 최정길, 조성수, 홍 야고보,
김용구, 황국향, 변윤구, 김복희, 양치모,
양혜련, 김수자 세실리아, 강윤주, 이용현,

A조 우승 : 지선용

A조 준우승 : 김돈현

박 실비아, 김세진, 안진이, 박도원,
김상애, 박호철, 김용희, 김석원, 강금생,
권영식, 최평란, 이인표 요한, 박우현,
김 소피아, 이 수산나, 홍의훈, 김진희,
황병자, 박완다, 서영민, 박상웅, 강세원,
강승희, 금화열, 이원석, 김경애, 정우진,

챔피언 : 제임스 리

B조 우승 : 곽노덕

B조 준우승 : 서학철

김운옥, 문인순, 김우성, 이봉기, 은기권,
양유생, 이창선, 김연희, 한귀병, 이경분,
김문겸, 유기명, 박장호, 김옥희 요안나,
김영혜, 최혜숙, 정동기, 조영인, 이규철,
박성기, 백명숙, 김영석, 곽노덕, 안종윤,

시니어 우승 : 임영하

여성부 우승 : 박인숙

장타상 : 이종성

김말순, 강옥규, 김정자, 임정숙, 장정숙
베로니카, 조혜원, 이미혜, 이소남, 신현철,
백현대, 조명규, 김강미, 권태완, 현옥,
권빛나, 노순재, 김남식 데이빗, 민필순,
이동길, 이명숙 벨리나, 장분도, 김정수,

시니어 준우승 : 김동한

여성부 준우승 : 김 요안나

근접상 : 조명규

◁ 후원 단체 및 개인 ▷
강세원(바오로), 권태완(빈센트), 권미경(모니카), 고대현, 김남식(다윗), 김돈현(미카엘), 김동표(로므알드),
김인태(골롬바노), 김영석(마티아), 김정수(이냐시오), 꾸르실료, 민 자동차 정비, 문스 자동차 정비,
박원균(암브르시오), 백인현(안드레아), 성모회, 이경태(요셉), 이일우, 이인표(윤일요한), 이재인, 이재원(야고보),
인기만(요셉), 유스티노 한, 워싱톤 메트로 골프 동호회, 임흥진(요셉), 엘리사벳 백화점, 지경수(요한), 전례부,
정재민 치과, 처음처럼(황영문), 최평란(데레사), 청소년 사도회, 팔도 골프 동호회, 하상회, 황복성(루까),
한방나라(이혁찬), 허진(세바스찬), Clyde’s Restaurant
상품 도네이션과 후원금 합계 : $4,140.00

감사합니다!

최정선 엘리사벳, 김안나, 전수일, 김홍자,
윤영미, 이향조, 이 아나다시아, 이영자,
김수현, 윤상, 윤 모니카, 윤조희, 윤조현,
황원균, 홍 세실리아, 테디 유, 올리브 유,
유정렬, 권영수
합계 : $ 4,950.00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10

성모의 밤
•일시 : 5월 25일(금) 오후 8시
•꽃 봉헌과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함께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11

•일시 : 5월 13일(일) 오후 1시(B-3,4)

12

성모회 임원회의

5월 28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자라는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정사진 촬영
•하상회에서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A-3)
•문의 : 원응식 요셉 (703) 915-6114

8

뿌깔파 단기선교 기금 모금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교우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 모금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15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일시 : 5월 12일(토), 5월 13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 주차장
•물품 기증 : 5월 6일까지(친교실)
•문의 : 김진석 마지아 (703)314-0905

2018년 친교 한마당

•일시: 5월 20일(일) 10시 미사 후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6

공동체 기도회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8시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9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5월 27일까지)
•상품 : 자동차 5대, $20,000(현금)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 허진 (703)376-1372

•뿌깔파 선교를 위한 기금을 받습니다. 매년 후원해 주시는

임산부 태아 축복식

5월 성모성월 맞이 성물부 세일
•성모성월을 맞아 성물부에서 20% 세일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7

중환자를 위한 피정(알링톤 교구 자선 단체 주최)

축일

5월 6일(일)

부활 제6주일

7일(월)

부활 제6주간

8일(화)

부활 제6주간

9일(수)
10일(목)

부활 제6주간
부활 제6주간

11일(금)

부활 제6주간

12일(토)

부활 제6주간

5월 13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KACM TV 하이라이트
5월 10일(목) 오후 5:00-6:00
5월 11일(금) 오후 8:00-9:00
5월 13일(일) 오전 6:00-7:00
●
●

안전을 위해서 신부님들,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도 함께 합니다.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 Catholic Charities (703)841-3830

Email : retreat@ccdo.net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뿌깔파 미팅(오전 11:30, 하상관#10),
성모회 회의(오후 1시), 요한회 주관 체육대회(오전 11:30-오후 4시, 체육관/나눔터)
평일 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평일 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바오로회 형제 모임(오후 8시),
CLC(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하상관), 야드 세일(주차장,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
Mother’s Day, 야드 세일(주차장, 친교실), 단체부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보나벤투라 피정(오전 9:30, A-1,2)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특별 기획/치유 : 성모병원의 역사(2부) / 1888년 고아원
설립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샬트르회 수녀들은 시약소를
운영하며 처음으로 서양 의술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4월 29일(부활 제5주일)
주일헌금 ……………………………… $ 7,697.00
교무금………………………………… $ 11,282.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5,085.00
특별헌금 ………………………………… $ 550.00
2차헌금 ……………………………… $ 2,294.00
합계…………………………………… $ 26,90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합시다.
ㆍ오전
ㆍ오전
ㆍ오전
ㆍ오전

•일시 : 6월 1일(금) - 6월 3일(일)
•장소 : San Damiano Spiritual Life Center (White Post, VA)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중환자를 위한 피정을 합니다. 환자들의

◁ 금주의 행사 ▷
날짜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활 제6주일 : 1열왕 7-10, 요한 6-7장

K of C Car Raffle 판매
•Car Raffle 티켓 판매(Raffle 1장 $5)

14

•일시 : 5월 6일(생명주일) 10시 미사 중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격려하고 어머니 몸 속에서

7

13

뿌깔파 선교단 미팅
•일시 : 5월 6일(일) 오전 11:30(하상관#10)

성경 필사 5년 계획

• 강사 :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 회비 : $30 (5월 14일까지), $40 (5월 15일 이후)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요한회 주관 5개 단체 친목 운동회
친목을 위한 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대-50대
미·기혼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5월 6일(일) 오전 11:30 -오후 4시,
체육관, 나눔터
•문의 : 김인태 골롬바노 (703) 508-2077

6

제10차 동중부 성령대회
• 일시 : 5월 27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요한회, 베드로회, 바오로회, 로고스, 라파엘 회원들의

5

5월 12일과 13일(다음 주일)은 뿌깔파 선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꼬미시움 월례회의

•일시 : 5월 6일(일) 오후 1시(B-1)

4

7

2차 헌금

•일시 : 5월 13일(일) 오전 11:30(B-3,4)

구역임원 교육
•일시 : 5월 6일(일) 오전 11:30(B-1,2)

3

단체부 회의

공지사항

7:20 - 7:50 (매 10분 간격)
9:20 - 9:50 (매 10분 간격)
11:15 - 11:45 (매 10분 간격)
11: 50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김 루시아,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애자(카타리나),
백명수(마리아), 고필순(젬마),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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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우 비즈니스 광고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미카엘) DMD, PC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영스 헬스케어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25-1191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2018년 5월 6일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엘리사벳 백화점

703-288-1515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문스 자동차 정비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VA 인스펙션

배석범 (알베르또)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508-7743

703-266-1983

소아전문치과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703-992-7100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865-5437

703-647-0292

703-591-4100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시티 종합 보험

Lee’s Heating & Air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히팅 & 에어컨

김수현 (엘리사벳)

이일우 (베드로)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658-5100

703-352-1073

703-675-8009

703-887-1515

703-772-7275

시원 냉난방

민기호 내과

Euromotor Cars
Mercedes-Benz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스킨케어 소유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에어컨, 히팅, 플러밍

John Min M.D.

김연철 (윌리암)

703-462-8711

703-362-7770

와니 건축

한미 소독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권태완 (빈센트)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영스 히팅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에어컨, 히팅

대표 김 아네스, RN

703-728-3160

703-865-7370

정수정 부동산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Richard Kim, M.D.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703-726-8804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Science, English, Math

Kim’s Auto Service

Oh My Dog

자동차 정비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703-425-4600

703-678-5301

ASSA 종합보험

CHA GROUP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골프 레슨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CORE 물리치료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이용희 변호사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865-6455

703-303-2211

민 자동차 정비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703-869-9691

703-455-0008
Cell. 571-243-5037

뉴잉톤 오토바디
김명곤 (바오로)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인터넷 예약 가능

데이케어, 홈케어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81-3719

703-543-6008

Kim Chiropractic & Rehab

웨딩사진 전문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www.GroupCha.com

703-678-8848

Dr. 김재중(요한)

Soowonlee.com

703-678-9215

703-815-230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미사시작 30분전
매주 첫 금요일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703-988-2044

SEM Education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ㆍ병자영성체 :
ㆍ유아세례 :
ㆍ혼인성사 :
ㆍ병자성사 :

재노 오 (로사)

척추사랑

하얀나무치과
박경욱 (크리스) D.D.S.

Keller Williams Realty

703-336-2406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703-785-4494

재노 오 부동산

정신과 치료와 상담

유스티노 한

571-331-6811

www.whitetreedental.com

베스트 사인

703-855-8710

703-451-3322

그레이스 홈 케어

Springfield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ㆍ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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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
·
주일미사 ·
·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목

06:00 AM

화&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