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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루카 17,5-6) 

[제1독서] …………………………………………………… 하바 1,2-3; 2,2-4

[화답송]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2티모 1,6-8.13-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 루카 17,5-1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172] 그리스도의 영혼

•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예수님의 제자들>, 14세기, 푸쉬킨 미술관, 모스크바, 러시아



2

연중 제27주일 (루카 17,5-1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에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딥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믿음도 돌무화과나무처럼 견고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명령받은 모든 

힘든 일을 수행하고 나서도,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권리나 

보상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했다 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승복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겨자씨만큼 작고 

깨지기 쉬운 믿음이라도,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오고, 삶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성근 사바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그때에 5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묵주 기도 성월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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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묵주 기도 성월은 10월 7일의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관련이 있다. 16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로마를 침공하였을 

때, 비오 5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국가들과 연합군을 편성해 

대항하였다. 1571년 10월 7일 연합군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자 비오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정하였고, 훗날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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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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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묵주 기도 성월은 10월 7일의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관련이 있다. 16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로마를 침공하였을 

때, 비오 5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국가들과 연합군을 편성해 

대항하였다. 1571년 10월 7일 연합군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자 비오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정하였고, 훗날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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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은 “온 교회가 2019년 10월 한 달을 선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때로 지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다. 교황은 이 교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 주제는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다.  교황은 이 주제가 교회의 선교 사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7

년 제91차 전교 주일 담화에서 교황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종교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며, 고결한 윤리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은혜로운 구원의 ‘때’를 역사 안에 

현존하게 합니다.” 

 특별 전교의 달이 시작되는 10월 1일은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 성녀 축일이기도 하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선교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다. 10월 

20일에는 교황이 주례하는 전교 주일 특별 미사가 성 베드로 광장에서 봉헌된다.

 특별 전교의 달을 맞아 보편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나눔과 기도의 시간, 선교의 

열망을 다지는 시간 등 선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www.vaticannews.va>

이 이콘은 열두 사도들의 전신상을 담고 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자세로 서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서 있는 녹색의 초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뜻하고 뒤의 황금색 배경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한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3

성화 해설

교회 소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이르셨으며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이 사명에

저희도 세례로 동참하게 되었음을

일깨워 주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마침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새롭고 효과적인 선교 방식들을 찾아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도우시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원문: http://www.october2019.va/>

2019년 10월 

<예수님의 제자들>, 14세기

특별 전교의 달 기도문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교황,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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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사

n September 29th, 2019 CYO held a Freshman BBQ 
for all the incoming freshman. About 40 students from 

grades 9 to 12 grade came to this event. 
�is event designed for CYO students to interact and get to 

know the incoming freshman. At this event students had good 
bbq prepared by teachers and Raphael members. �ey also 
voted for the CYO president in which all the students, teachers, 
and sbn took part in. During the bbq students got to familiar-
ize with all the students through games and conversing with 
one another.      -Andy Ahn, 11th Grade Teacher

후원자 명단

강호관, 권태완(빈센트), 김동표(로므알드), 김돈현(미카엘), 김남식(다윗), 김명곤(바오로), 김정수(이냐시오), 

김우기(안드레아), 김용하(아모스), 김수자(헬레나), 레이첼 김, 박원균(암브르시오), 석성현(요한), 유스티노 한, 

워싱톤 메트로 골프 동호회, 이일우(베드로), 임흥진(요셉), 임은경(마리아), 정재민(미카엘), 재노 오(로사), 

지경수(요한), 전양수 회계사, 최병근, 최평란(데레사), 성당 꾸르실료, 허진(세바스찬), 하홍엽(요한), 

허전(베네딕도), 하나로 약국(센터빌·애난데일), YOUNG WON TRADING, 성당 KofC, 성당 회장단 자매 일동

❖ 후원인 · 단체 도네이션과 후원금 : $4,100 

수상자

A조

B조

시니어

여성부

지선용

정대복

최승준

심재린

최정길

김판열 

박인숙

박시현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Champion   양명암

장타상            정문기

근접상            에이미

베스트 드레서 손정화

우정상            김정수

인기상            천석기, 서은희

제2회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9월 29일(일) 오후 1시 South 

Riding Golf Club에서 열렸다. 총 110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메릴랜드 성당 교우 8명도 함께 해 더욱더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멋진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후에는 성당으로 돌아와 시상식과 친교를 나누었다. 

지난 9월 26일(목) 본당에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주제로 

한기철 실바노 신부님(한국 성바오로 수도회)의 특강이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강사이자 저자인 ‘Vinney Flynn’의 

베스트 셀러 한국어 번역본인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을 

토대로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 가톨릭교회 교리서 그리고 

교황님들의 훈화 내용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비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부님은 특강에서 “하느님께서는 태초부터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를 삼위일체로 이끌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그분과 결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느님의 ‘거꾸로 사랑하기’,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자비’, ‘언제나 기도해야 함’, ‘우리의 

목표는 변모’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모시킬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본당 하상 장구팀(단장 김마리아)은 지난 9월 28일(토) Little 

Sisters of the Poor 수녀원에 거주하는 양로원 시니어들과 수녀님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선 공연을 했다. 하상 장구팀은 매월 

셋째 주에 양로원이나 은퇴한 수녀님,수도원을 방문해 공연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 선교팀이다.

바오로 자매들은 지난 

9월 27일(금)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가진 

9월 모임에서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본인과 남편·아이들의 

묵주팔찌를 만들고 다같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보냈다. 김유경 

아녜스 자매는 “식구 수대로 묵주를 만들고 나니 묵주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좋은 액티비티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바오로회는 20~30대 부부를 위한 모임으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형제모임을 갖고, 넷째 주 금요일에는 자매모임을 한다. 

(문의: 하청수 크리스피노 310-292-4791)

I had an amazing time at the 
freshmen BBQ and the activi-
ties we did in the gym. 

It helped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more and make 
a great bond as a family. Also, we voted on who would 
be student president of CYO. Everyone had a good time 
at the BBQ. I hope that everyone in CYO will have a 
great year and I love all of you.

DAVID YI
�����������

During the freshmen 
barbecue, we got to 
meet the new freshmen 

in CYO. We greeted them and played games with them 
like dodge ball. Freshmen weren’t the only new people 
there. Other new students came along and we greeted 
them too happily. I’m so glad we met these new mem-
bers of CYO and I hope that we can become closer and 
do more things for CYO and make it a better place for 
everyone. 

SAECHAN HONG
�����������

Going to this years freshman 
bbq was such a fun and 
relaxed event. Not only is it 

an opportunity for cyo to gather together in the begin-
ning of the school year, but also a chance for each 
grade level to interact and meets new friends! Through 
this event, students were able to eat lunch together, 
socialize, and vote for the cyo board. This was such a 
laid back but enjoyable event! 

KATE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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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the student confirmation retreat was centered on the Theme: 
“Building the 21st Century Church.” 
The confirmandi were invited to ponder upon Two Major Parts of the 
Retreat: 

• The First Part was oriented toward the 7 Gifts of the Holy Spirit  
and the 12 Fruits of the Holy Spirit.
• The Second Part was focused on the Pentecost Event.

• Family Interview with Fr. Kang

• Confession, 10 am(Confirmands only)

• Rehearsal, 1pm-2pm(with Sponsors)

• Confirmation Mass, 7pm

During �e First Part small group discussions, the confirmands were asked to 
imagine, having an interview session with Jesus, where Jesus will ask them 
how they will exercise the 7 Gifts of the Holy Spirit to build His Church, and 
how they will use the 12 Fruits of the Holy Spirit, in service of His people. 

�e Second Part of group discussion was 
reflected on the Pentecost Event, in the Can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Ch. II. In this discus-
sion period, the confirmands were encouraged 
to identify, how the �ird Person the Holy 
Trinity, the Holy Spirit the Sanctifier, the 

Spirit of Truth fashioned the timid followers of Jesus, and trans-
formed then as courageous, fearless preachers of the Lord Jesus, 
teaching the Good News who built the Early Church.

With these Retreat Intentions, with a hundred percent participa-
tion, and the out pouring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soon occurred, Con+firmare(thoroughly make 
something firm…)of the Lord Jesus’ Sanctifying Grace you first 
received in the Sacrament of Baptism, You will be indeed, strength-
ened to be a Great Youth Apostle, who will build the 21st Century 
Church, as did the Early Church followers of Jesus Christ, God with 
us, the Anointed Lord, whom you will witness.

�ank you Fr. Kang for your Love…
�ank you parents for your prayers and delicious snacks…
�ank you beautiful 2019 confirmands for your presence at the 
Retreat…
God Bless You All…

WHEN

WHERE

WHO

COST

HOW TO SIGN UP

Sunday, October 20, 2019. 12:00pm-8:00pm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CYO 9th-12th grade 

$25.00 per participant includes dinner & a t-shirt  

Contact your CYO Teacher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공지사항
7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금주의 행사 ▷

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하상관)

평일미사(오전 6시)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오후 1시, A-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오후 1시, 나눔터)

날짜

7일(월)

8일(화)

11일(금)

12일(토)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바오로 소공동체(오후 8시)

평일미사(오전 6시)

9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불우이웃 돕기 걷기/달리기 대회,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단체부 모임(오전 11:30), Fairfax-2 소공동체 모임(오전 11:30, A-3),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베드로회 모임(오전 1시, B-1,2), 
성지순례 준비모임(오전 11:30, B-1,2)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성소를 위한 미사(오후 7:30, 성당),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25주년 준비 위원회 모임

10일(목)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연중 제27주간

연중 제27주간

연중 제27주간

연중 제27주간

연중 제27주간

연중 제28주일

연중 제27주일

10월 13일(일)

10월  6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9년 9월 29일(연중 제26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일헌금…………………………………$7,695.00

교무금……………………………………$6,732.60

교무금(크레딧카드) ……………………$2,720.00

특별헌금……………………………………$450.08

2차헌금 …………………………………$3,817.84

합계…………………………………… $21,415.52

♥ 병중에 계신분

♥ 군복무자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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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효천), 안범진(다니엘)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  마지막회. 순례의 끝은 새로운 시작

10월 10일(목)  오후 5:00-6:00
10월 11일(금)  저녁 8:00-9:00
10월 13일(일)  오전 6:00-7:00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7주간: 코헬 1-6, 에페 1-2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Cox Ch.30, 830 
Fios Ch. 30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1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라우든, 프린스 윌리암, 페어팩스 2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구역주일

11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7:30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신청 : 10월 6일(일)까지, 미사 후 친교실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아세례유아세례

•일시 : 10월 20일(일) 오후 3시(성당)
•신청 : 10월 18일(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음악회로 인해 20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3 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구역부 주최)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구역부 주최)

•일시 : 10월 20일(일) 오후 1시(친교실)
•대상 : 구역별, 개인
•성경 퀴즈 문제집은 친교실과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4 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음악회(전례부 주최)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음악회(전례부 주최)

•일시 : 10월 27일(일) 오후 1시(성당)
•문의 : 김용희 라파엘 (704)585-8380

15 빠뜨리치안회 10월 모임빠뜨리치안회 10월 모임

•일시 : 10월 27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주제 :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대상 :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6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일시 : 11월 1일(금) 오후 7시-11월 3일(일) 오후 5시
•주제 : 부부의 행복을 돕는 주말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ew Jersey
•신청 : 김진 돈보스코 (201)232-7453
•문의 : 김 요안 비안네 (703)830-5473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준비 모임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준비 모임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B-1,2)
•문의 : 김 요안 비안네 (703)830-5473

17 위령성월 죽음 준비 교육(성 요셉 아버지 학교 주최)위령성월 죽음 준비 교육(성 요셉 아버지 학교 주최)

•일시 : 11월 3일(일), 11월 10일(일) 오후 12:30 - 4시 
•주제 :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마당 (Well Living & Well Dying)

•등록 : 10월 6일(일) - 10월 20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참가비 : 1인당 $30(점심 제공) /선착순 40명
•문의 : 김 베로니카 (703)864-1236

18 예비 부부를 위한 교육 예비 부부를 위한 교육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9시 - 오후 2:30 
•장소 : St. Thomas a Becket 성당
•등록 : arlingtondiocese.org/commworkshop
•등록비 : $55(부부) / 문의 : 최동호 다윗 (703)623-1332

6

3 레지오 마리애 야외 행사레지오 마리애 야외 행사

•일시 : 10월 6일(일) 오전 11:30(나눔터)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가족 동반)

8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일시 : 10월 11일(금) 오후 7:30 (미사 후 묵주기도)

2 구역 임원 교육구역 임원 교육

•일시 : 10월 6일(일) 오전 11:30(B-1,2)

7 공동체 기도회 모임공동체 기도회 모임

•일시 : 10월 12일(토) 오후 8시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일시 : 10월 6일(일) 오후 1시(A-3,4)

2019년 학생 견진 성사 일정2019년 학생 견진 성사 일정

•10월 10일(목)  오후 7-9시 : 강두영 신부님 면담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고해성사 
•10월 13일(일) 오후 1시 : 리허설
•견진 성사 미사: 10월 16일(수) 오후 7시(성당)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5 성모회 임원회의성모회 임원회의

•일시 : 10월 6일(일) 오후 1시(B-1)

9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2019-2020년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10 CYO Lock - InCYO Lock - In

•일시 : 10월 18일(금) 오후 6:30 - 19일(토) 
             오전 9시(친교실,  체육관)
•대상 : 9학년 - 12학년 (CYO 등록 학생에 한함)
•문의 : 홍 수산나 (703)955-1830



허진 변호사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RE/MAX Gateway 부동산

레이첼 김(아네스)
www.Rachael 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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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민 치과

정재민(미카엘) DMD, PC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703-825-1191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정소연(크리스티나)

mykidspediatricians.com

703-865-5437
김경해  (아네스)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Michael D. Kim, MD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703-591-4100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703-266-1983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703-658-5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이일우 (베드로)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703-675-8009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시티 종합 보험

703-352-1073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글로벌 가정의학과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암)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Commercial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원 통증ㆍ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ㆍ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ㆍ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ㆍ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ㆍ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ㆍ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ㆍ주일: 11:40-12:40 (하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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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07:30 PM

07:00 AM

06:00 AM

11:00 AM

주일 10:00 AM

07:30 PM

주일미사

월 & 목

토요일 저녁

화 & 금

수요일 토요일

주일학교 수업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2019년 10월 6일교우 비즈니스 광고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Well Skin Care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