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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6-27)

<최후의 심판>,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作

[제1독서]⋯⋯⋯⋯⋯⋯⋯⋯⋯⋯⋯⋯⋯⋯⋯⋯⋯⋯⋯⋯ 다니 12,1-3

[제2독서]⋯⋯⋯⋯⋯⋯⋯⋯⋯⋯⋯⋯⋯ 히브 10,11-14.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복음 환호송]

(◎ 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복음] ⋯⋯⋯⋯⋯⋯⋯⋯⋯⋯⋯⋯⋯⋯⋯⋯마르 13,24-32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성체성가: [158] 구세주 예수그리스도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 파견성가: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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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3주일 (마르 13,24-32 | Mk 13:24-32)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묵상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맞이해야 할 종말이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올 것임을 압니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생명은 살려는 욕구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죽음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두려워하고,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궁금해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n those days after that tribulation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and the stars will be falling from the sky,
and the powers in the heavens will be shaken.
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and then he will send out the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 of the earth to the end of the sky.
When its branch becomes tender and sprou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In the same way,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know that he is near, at the gates.
Amen,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taken place.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현대 의학과 과학이 죽음의 세계를 해명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 너머의 세상을 분명하게 알려 준
적은 없습니다. 이따금 임사 체험을 해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였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죽음
이전에 일어난 주관적 체험의 현상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 안에서 인간 존재의 마침, 곧 죽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밝혀졌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이 얻은
특은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이신 하느님의
뜻이 인류에게 공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인류의 마지막 악인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종말의 ‘그 날과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고, 스스로 가난한 교회여야 합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교회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너머 하느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ut of that day or hour, no one knows,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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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교리

복음과 성화

최후의 심판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Rogier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마르 13,27)

van der Weyden, 1399-1464)의

그림은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한다. 그의 그림은 광채가 있고, 인간의
감정까지도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바이덴은

1435년에

브뤼셀로

이주하여 부르고뉴의 공작이었던
필리프

3세(Philip

the

Good)의

궁정화가로 채용되었다. 그의 작품은
1445년에는 스페인의 카스티야, 1449
년에는

이탈리아의

페라라에

<최후의 심판>,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 作

이르기까지 유럽 여러 도시로 팔렸고,
그의 명성도 멀리 퍼져나갔다. 그는 1449-50년에 대희년을 맞이하여

‘선’(Virtus)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죄인의 머리 위에는 ‘악’

로마로 여행을 했다. 그는 여행 중에 피렌체에서 마사초와 프라

(Peccata)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안젤리코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고, 페라라에서 피에르 델라
프란체스카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를 만났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예수님께서는 옥좌에 앉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후에 그는 원근법을 적용하여 인물을 크게 그리는 이탈리아 미술의

죄인을 가를 것이다. 그리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세울

종교적 장면을 플랑드르 회화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교한 세밀화와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투명한 질감을 나타내는 유화기법으로 더욱 웅장한 작품을 만들었다.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그 대표적인 작품이 1450년에 그린 <최후의 심판> 세 폭 제단화이다.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바이덴은 천상과 지상을 상하로 가르고, 천국과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31-34.40)

지옥을 좌우로 나누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인

그때에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무지개 의자에 앉아 세상을 상징하는 지구본 위에서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구원과 심판을 손짓으로 알린다.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이 있다. 그리고 왼편에는 죽음을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상징하는 칼이 있다. 그래서 순결한 영혼은 구원받고,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오

죄인은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은

25,41.45)

수난의 도구인 십자가와 목, 가시관과 회초리, 창과

이렇게 하여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성배, 매 맞으신 기둥과 채찍을 들고 있다. 붉은 옷을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입은 천사들은 동서남북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다.

천국 문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열두

그리고 천국의 문은 교회의 문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사도들과 성인성녀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발

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옥 불로 향하는 이의

아래에는 미카엘 대천사가 예수님과 같은 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들은 절망과 공포에 가득 차

동작으로 저울을 달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의 분량만큼

있다. 그들은 지옥 불에 빠지는 순간에도 다른 이의

저울질되리라. 많이 베푼 사람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고, 많이 가진
사람은 무거워서 땅으로 떨어지리라. 그래서 의인의 머리 위에는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다. 혼자 죽기가 두려워서.
(손용환 신부의 그림 성서 박물관, ‘최후의 심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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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2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부분)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다”
세 번째 동사는 ‘해방하다’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다”
(시편 34[33],7).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소외의 다양한 상황들

주시려고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 곧 우리가

가난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대개 습관처럼 ‘가난한 이들’이라고 부르는

교만, 탐욕과 불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을 만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인간만큼이나 오래된 악일 뿐 아니라, 늘 무죄한
이들까지 연루시켜 비극적인 사회적 결과를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초래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슬픔과

활동은 자신의 슬픔과 곤경을 하느님께 호소하는

외로움과 배척으로 부서진 마음을 안고 당신

이들을 향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 가난의 굴레를 부수어 버리고 풀어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좋은

줍니다.

분이십니다. 자신의 존엄이 짓밟혔지만 빛과 위로를
얻고자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에서는 귀를

자기가 한 선행을 감추고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진짜

기울이시고 환대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인공은 주님과 가난한 이들입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시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과 구원을 드러내시고자 손수 쓰시는

일치시킬 때, 예수님께서 참행복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더욱 깊이

도구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가난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우선시하라고 부름받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이 시편에서는 가난한 이의 태도와 그가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를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짖다’가 나옵니다.
빈곤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나 하늘을 가로질러 하느님께

형제 주교님과 사제 여러분,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고자

가닿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현존하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이러한

안수를 받은 부제 여러분(사도 6,1-7 참조), 그리고 본당이나 연합회나

부르짖음이 어째서 우리 귀에는 와닿지 못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교회 운동들 안에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무덤덤한 채로 남아 있게 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가난한 이의 날’에, 우리는 실제로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때로 지내기를

있는지 진지하게 양심 성찰을 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당부합니다.

목소리를 알아들으려면 경청할 수 있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두 번째 동사는 ‘응답하다’입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도우면서 우리를 복음화합니다. 이 은총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주님의 응답은 가난한 이의 상황에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난한 이들 앞에서 빚진 사람임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은 언제나 구원을

기억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에 구원의 만남이 실현되고,

주시는 개입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온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있든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만남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여정에서 굳건한 믿음과
실천하는 사랑과 확신에 찬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면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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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ells the disciples
what will happen at the end of time.

Gospel Mark 13:24-32 (See the page 2)

______ ___ _____
____ ____
____ ___ __
_____ ____
___ ____ ____

The Sun and moon will become dark
and the stars will fall down from the sky,
and then Jesus will come back.
What else does he say?
Use the below code to find out.

A B D E H I L M N
O P R S T U V W Y
<www.thekidsbulletin.com>

“This poor man cried, and the Lord heard him” (Ps 34:6)
This Sunday, November 18, Pope Francis calls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to be Christ to others.
Bishop Burbidge will celebrate the 9 a.m. Mass at St. Ann Catholic Church in Arlington,
then join families there for a service project for the poor.

pate in parish ministries that directly serve the poor.
In addition, I invite you to join our Diocesan efforts,
through Catholic Charities, to serve those who are
hungry or homeless, the sick or elderly, and prisoners or newcomers to our country.
As we reach out to the poor in love, our actions
reflect the source of all love, Jesus Christ. Led and
guided by His Holy Spirit, may our works of charity
bring us and all those we serve closer to God and
one another.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has called us to
observe the second World Day of the Poor on
Sunday, November 18. He has asked us once again
to focus our attention on those throughout the world
and in our own Diocese who are suffering from
material or spiritual poverty.
Throughout the Sacred Scriptures we are told of
God’s special love for the poor: “This poor man
cried, and the Lord heard him” (Ps 34:6). There is
poverty all around us. Jesus himself tells us in
Matthew’s Gospel: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Mt 26:11). But, do we recognize them?
Our Holy Father is calling us, as Jesus did, to hear and respond
to the cry of the poor. How can we do this? One way is to part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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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Coat Drive to support the Christ House
(thru December 9, 2018 )

• Donation Items :
Gently used or new winter coat, new hats, scarves,
and gloves for adults
• Donation Boxes are located at the lobby
in the Hasang Building

2

Formation in Christian Chastity (Make Up Class)
• Sun., Nov. 18th (during the class hour)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3

No Sunday School on Nov. 25th (Thanksgiving Break)

4

2018-2019 First Holy Communion Class
• Starting on Wednesday, November 28th
• Class Hours : 7:40pm-9:00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106)
• Parents Orientation : Nov. 28th, 8pm at Room #110

주일학교에 프린터를 기증해 주신 박홍규(시몬)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6

CYO·News

Seminarian Zinjin visit St.Paul Chung Church last Sunday

2018 likes

Saechaan Hong, 10th grade
This week a seminarian shared his path to priesthood with CYO. He taught us what it means to
be truly happy and be successful in life. I loved
his visit to our church because he reassured that
God is always with you.

Paul Rhee, 12th grade
Zinjin’s visit was very influential especially as an
Asian seminarian. His interaction with CYO
was very relatable, and he had great advice and
wisdom to the students. He conversed with
parents to give great perspective on discernment
for religious vocations. Overall, it was great to
have him at St. Paul Chung.

Altar Servers

St. Paul Chung Altar Servers went to Sight and Sound Theater located at Lancaster, PA. There we watched a biblical play called
“Jesus”. Servers enjoyed the show as the bible came alive with real actors and animals reenacting the scenes of Jesus miracles and
as the story followed his life. It felt as we were living in the
same time as Jesus gave better understanding of his life.
We look forward to going back to Sight and Sound
Theater in the future.

Yong Woo Stephano Kwon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12

하상회

2

안나회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4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1시(B-1,2)

14

바오로회

6

2018년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2시(성당, 친교실)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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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강식 및 발표회 : 11월 30일(금) 오후 12시 - 오후 2시(친교실)
•서양화반(강사 김 이레네) 작품 전시회 : 11월 18일(일)

오전 11시-오후 1시(친교실)
•동양화반(수묵화, 민화) 작품 전시회 : 12월 2일(일)
오전 10시-오후 1시(친교실)

16

17

요한회 정기총회

•일시 : 11월 25일(일) 오전 11:30(B-3)

교육부 신심 세미나
•일시 : 11월 25일(일) 오전 11:30(A-1,2)
•제목 : 열정적인 가톨릭 신자의 4가지 싸인(Sign)

-기도, 배움, 선행, 선교(매튜 켈리의 저서를 중심으로)
•강사 :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방한용품을 도네이션받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성인 남녀용 겨울 외투(깨끗이 사용한 것 또는 새 것),
모자, 장갑,목도리, 양말(새 것)
•도네이션 기간 : 12월 9일까지(하상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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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톤 교구 교회 일치 운동 - 불교와의 대화

축일

11월 18일(일)

연중 제33주일

19일(월)

연중 제33주간

20일(화)

연중 제33주간

21일(수)
22일(목)
23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연중 제33주간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4일(토)
11월 25일(일)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중 제33주간 : 에스 1-5, 사도 26-27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22일(목) 오후 5:00-6:00 Cox Ch.30, 830
11월 23일(금) 오후 8:00-9:00 Fios Ch. 30
11월 25일(일) 오전 6:00-7:00
●
●

가톨릭 뉴스
가톨릭 리더를 만나다 : 천상의 빛을 담아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 성화 작가 겸 철학박사 최욱미 교수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ㆍ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ㆍ알링톤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알링톤 교구는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불교와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가톨릭 수도 생활과 부처의 일생을 포함한
발표 및 토론에 관심있는 신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2월 1일(토) 오후 7시-9시
•장소 : St. Bernadette Catholic Church
7600 Old Keene Mill Rd, Springfield, VA 22152

2차 헌금 (11월 17,18일)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를 위한 2차
헌금에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성경 필사 5년 계획

방한용품 도네이션
•주일학교에서는 알링턴 교구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대상 : 3학년 이상
•신청 : 11월 18일까지, 매 주일 오전 9:30-오후 1:30
•신청 장소 : 하상관 로비
•첫 수업 : 11월 28일(수) 오후 7:40-9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11월 28일(수) 오후 8시
•문의 : 윤정 보일 (703)37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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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성당 주임신부/성서학 박사)

•오후 7시부터 찬양으로 시작

2019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권 데레사 (703)346-6067

2018-2019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10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재속 프란치스코 주관)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하상 성인학교 휴강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주간 동안 휴강합니다.
•휴강일 : 11월 20일(화), 11월 23일(금)

9

•일시 : 12월 13일(목) 오후 7:30 - 9시(성당)
• 강사 : 민병섭 바오로 신부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친목회

•일시 : 2019년 11월 4일 - 11월 16일
•인솔 신부님 :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 윤 요아킴 신부
•비용 : $3,800
•신청 : 2019년 1월 30일까지
•문의 : 한기남 데레사 (703)674-6081 (703)425-9445

하상 성인학교 종강식 및 발표 · 전시회

8

2 “대림절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M.E. 연말 총회

•일시 : 12월 2일(일) 오후 1시(친교실)
•대상 : 행동단원, 협조단원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1시(B-3,4)

“길들여지는 삶”

•일시 : 12월 9일(일) 오후 2시 - 4시(성당)
• 강사 : 허석훈 루카 신부 (가톨릭대학 교수/철학 박사)
•오후 1:30부터 찬양으로 시작

•일시 : 12월 1일(토) 오후 7:30 미사 후 (친교실)
•문의 : 김 레지나 (703)477-2446

베드로회

5

1

11월 24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장소 : 볼티모어 성당 기도 회의실
•회비 : $40(호텔숙박 및 식사비 포함), 선착순 40명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동중부 성령 봉사회 (443)520-4420

13

7

전 신자 대림 특강

제14차 동중부 기초 성령세미나

•일시 : 11월 23일(금) 오전 9시-오후 9시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30(B-3,4)

공지사항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추계 대청소,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베드로회(오후 1시, B-1,2), 바오로회(오후 1시, B-,4),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오후 2시, 성당, 친교실), 하상 성인학교 미술작품 전시회(친교실)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 휴강,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관)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추수감사절, 사무실 휴무
하상 성인학교휴강, 사무실 휴무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휴강,
혼배미사(오후 4시, 성당)
미사·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주일학교 휴강, 요한회 정기총회(오전 11:30, B-3),
라우다떼 성가팀 모임(오전 11시, B-1,2),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
주일헌금 ……………………………… $ 7,761.00
교무금………………………………… $ 8,04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 6,012.50
특별헌금 ………………………………… $ 150.00
2차헌금 ……………………………… $ 3,405.00
합계…………………………………… $ 25,373.5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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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민(미카엘) DMD,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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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25-1191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2018년 11월 18일

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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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벳 백화점
배석범 (알베르또)

703-288-1515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703-508-7743

소아전문치과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703-785-4494

베스트 사인

재노 오 부동산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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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냉난방

민기호 내과

Euromotor Cars
Mercedes-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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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703-451-3322

571-331-6811

하얀나무치과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영스 히팅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에어컨, 히팅

대표 김 아네스, RN

703-728-3160

그레이스 홈 케어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703-865-7370

정수정 부동산

Oh My Dog

Keller Williams Realty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정수정 (안나)

703-678-5301

703-855-8575

ASSA 종합보험

Kim’s Auto Service
703-425-4600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윤 조셉 변호사

CHA GROUP

자동차 정비

703-64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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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차 공인회계사

703-260-6060

703-678-8848

세금보고 & 회계업무

영스 노인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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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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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요셉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골프 레슨

이용희 변호사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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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832-7155

703-303-2211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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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물리치료

웨딩사진 전문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678-9215

레드핀 소독

민 자동차 정비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69-9691

703-881-1155

703-98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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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김응권 척추신경

데이케어, 홈케어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센터빌 (IHOP 건너편)

Nina Park

703-543-6008

703-303-6993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www.GroupCha.com

센터빌 703-8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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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곤 (바오로)

Soowonlee.com

703-865-6455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703-472-320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ㆍ병자영성체 :
ㆍ유아세례 :
ㆍ혼인성사 :
ㆍ병자성사 :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Michael D. Kim, MD

703-865-5437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266-1983

Pediatric Dental Care

703-591-4100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647-0292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문스 자동차 정비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
·
·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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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