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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7-19) 

[제1독서] ……………………………………………………… 2열왕 5,14-17

[화답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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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독서] …………………………………………… 2티모 2,8-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음] ……………………………………………… 루카 17,11-19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258] 구세주의 어머니여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 윌리엄 브레시 홀



2

연중 제28주일 (루카 17,11-19)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로 여겨졌고, 전염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소외와 고독,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징벌이라는 사회적·종교적 인식까지 더해서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려는 의도를 지닌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에 치유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열 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는 아홉 

명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머물고 말지만,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돌아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치유를 받고도 돌아와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의 환자들과 비슷합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에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묵상

묵상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아홉은 새 몸을 선물 받고

하나는 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홉은 다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9)

주님께 받은 것



윌리엄 브레시 홀(William Brassey Hole, 

1846-1917)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세 살 

되던 해에 의사였던 아버지를 잃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이주하여 그곳 

미술학교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스코틀랜드 수채화협회에서 활동하며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성경을 많이 그린 

화가이다. 그는 1900년경에 팔레스티나를 

여행한 후 ‘나자렛 예수님의 생애’를 

수채화 연작으로 그렸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그 중 한 작품으로 루카복음 17장 11-17

절이 그 배경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으니, 

사제들에게 보여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그들은 지팡이를 버리고 춤을 추며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사제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홀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어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홉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손은 사마리아인의 어깨위에 얹어 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루카 17,17)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더 풍성히 가져오게 하고, 감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게 한다. 받은 은혜는 많지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풍요로운 세상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박물관>

성경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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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 성화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루카 17,11-14)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
윌리엄 브레시 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주일’로 제정했다.

 교황은 9월 30일 발표한 자의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Aperuit Illis)」에서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교회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중시기 세 번째 주일을 

하느님 말씀에 봉헌한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루카 

24,45)는 성경 구절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며 전파하는 

경험은 교회를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활하신 주님과 신앙 공동체, 성경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성경이 어느 한 단체의 

유산이나 유물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도록 요청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느님 말씀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교황은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책”이라면서 

성경을 읽는 이들은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주님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 없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특별히 사제들에게 강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했다. “강론은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될 사목적 기회”라면서 “강론을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신자들이 강론을 통해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평화신문> 

교황,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주일”로 제정

감사는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다.“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19)

매일 성경 읽기 · 말씀 생활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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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사

레지오마리애 하늘의 문 꼬미시움은 지난 10월 6일(일) 연례행사로 야외 

행사 및 홍보 활동을 성당 나눔터에서 실시했다. 성모님의 군대이며 

평신도사도직인 레지오마리애를 신자들에게 홍보하고, 본당 꼬미시움 산하 

37개 쁘레시디움은 일 년에 한 번 기도로 함께 해준 협조단원께 감사하며 

친목을 다지는 이번 행사에는 총 320여 명의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이 

참여했다.

레지오마리애 지도신부님이신 백인현 주임신부님은 인사말에서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각자 심신단체의 일원으로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그 

참된 믿음을 본받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수행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하시며 “야외행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 되어 성모님과 함께 봉사하는 레지오마리애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셨다. 

각 쁘레시디움별로 준비한 점심식사와 친교 후에는 정우진 미카엘(하느님의 

모후 꾸리아 부단장)의 진행과 김원중 세례자요한의 반주로 2부 순서가 

이어졌으며 쁘레시디움 장기 자랑과 증거자의 모후 쁘레시디움의 지도로 

라틴댄스를 함께 하였다. 마침 기도와 프랭크 더프 형제 시복기도를 바친 후 

신부님의 강복으로 총 세 시간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ere was an Annual School Picture Day on Sunday, October 6th. During class, K 
through 3rd-grade students had their pictures were taken in front of St. Paul Chong 
Hasang Statue and Jesus' Statue. Fr. Kang joined this tradition with pleasure.  

�ere will be another picture day on October 20th for the classes that did not have 
their pictures taken.

Annual School Picture Day 

 <정선화 루시아 / 사진 : 전용진 라우렌시오> 

Oct 6, 2019 

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cured ten 
lepers. Leprosy is a horrible disease that eats 
away at a person’s body until they die. It was 

pretty amazing for those people when Jesus just told 
them to go and show themselves to the priests and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cured! 

But then something interesting happened. Only one 
of the ten who had been cured came back to say 

‘Thank you’ to Jesus. Do you think that the other nine were not happy that they were better? Why do you think they didn’t come 
back to thank Jesus? 

Now think about your life. You’ve probably never had a disease like leprosy, but God has still done amazing things for you. 
He made you and gave you everything you need to live. He gave you your friends and family, and most especially He gives 
Himself to us in the Mass and at Holy Communion. Do you remember to say ‘Thank you’ to God? <https://www.thekidsbulletin.com>

<오마리아 주일복움/바오로딸 콘텐츠>

�e month of the Holy 
Rosary is October and this 
entire month is dedicated to 

the Rosary. �e feast day of the 
Holy Rosary in particular is 
October 7th. �e feast of the 
Rosary is held on October 7th in 

memory of the glorious and triumphant 

victory at the battle of Lepanto. �at battle was the most 
convincing military victory that proved without a doubt the 
great power of the Rosary. 

�e month of October is a good time to commit to praying 
the Rosary everyday. �e Rosary will bring great peace and 
holiness to your life. It is a powerful instrument for conver-
sion. �e Rosary is the best method of honoring Mary.

CC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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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10/18(Fri), 6:30 pm - 10/19(Sat), 9 am 
• Where : Parish Hall & Gym 
• Who : 9th-12th grade SPC Sunday school students
• Contact : Susan Hong  703-955-1830

• Rehearsal, 
  1pm-2pm

• Confirmation Mass, 
   7pm

Pope Francis announced the Extraordinary Missionary Month October 2019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Pope Benedict XV's Apostolic Letter Maximum 
Illud. 

The Theme of the Extraordinary Missionary Month October 2019
“Baptized and Sent: �e Church of Christ on Mission in the World” is the theme 
chosen by Pope Francis for the Extraordinary Mission Month. Awakening the 
awareness of the mission ad gentes, and reinvigorat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proclaiming the Gospel with new enthusiasm, are themes that combine the 
pastoral concern of Pope Benedict XV in his Apostolic Letter Maximum Illud, 
published 100 years ago, with the missionary vitality expressed by Pope Francis in 
his recent Apostolic Exhortation Evangelii Gaudium: “Missionary action is the 
paradigm of every work of the Church.” (EG 15)

Heavenly Father,

when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he commissioned his follower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you remind us that 

through our Baptism

we are made sharers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Empower us by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to be courageous and zealous

in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so that the mission entrusted to the Church,

which is still very far from completion,

may find new and efficacious expressions

that bring life and light to the world.

 

Help us make it possible for all peoples

to experience the saving love

and mercy of Jesus Christ,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The logo of the Extraordinary Missionary Month 

October 2019 is a missionary cross where the 

primary colors refer to the five continents(Red for 

America, green for Africa, white for Europe, yellow 

for Asia and blue for Oceania). The Cross is the 

instrument and direct sign of communion between God and man for the uni-

versality of our mission, and through its vibrant colors, a sign of victory and 

resurrection. The world is transparent because the action of evangelization 

has no barriers or boundaries, it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Christian charity 

and the world transfigured in the Spirit overcome distances and open the hori-

zon of our minds and hearts. The words Baptized and Sent next to the image 

indicate the two characteristics of every Christian: baptism and proclamation.  

<http://www.october2019.va>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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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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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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14일(월)

15일(화)

18일(금)

19일(토)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학생 견진 미사(오후 7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평일미사(오전 6시)

16일(수)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오전 11:40, 하상관 #4,5), 학부모 회의(오전 11:30), 
성경 퀴즈대회(오후 1시, 친교실),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 임원회(오후 8시, B-1,2)

17일(목)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연중 제28주간

연중 제28주간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성 요한 드 브레뵈프, 성 이사악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연중 제29주일

연중 제28주일

10월 20일(일)

10월  13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9년 10월 6일(연중 제27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일헌금…………………………………$7,763.00

교무금……………………………………$7,0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440.00

특별헌금……………………………………$220.00

2차헌금 ……………………………………… $0.00

합계…………………………………… $17,4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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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성인들 4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카파도키아의 3대 교부

10월 17일(목)  오후 5:00-6:00
10월 18일(금)  저녁 8:00-9:00
10월 20일(일)  오전 6:00-7:00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8주간: 코헬 7-12, 에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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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회의단체장 회의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B-3,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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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27일(일) 오후 1:30 - 3시, 성당 
•음악회가 끝난 후 친교실에서 다과를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용희 라파엘 (703)585-838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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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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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준비 모임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준비 모임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B-1,2)

5 사도 임원회의사도 임원회의

•일시 : 10월 18일(금) 오후 8시(B-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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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일) 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참가비 : 1인당 $30(점심 제공) /선착순 40명
•문의 : 김 베로니카 (703)864-1236

17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기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기도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10월 13일 - 11월 5일(8시, 10시 미사 후)
•문의 : 이종석 루까 (703)254-7963

18 부부를 위한 교육 (알링톤 교구) 부부를 위한 교육 (알링톤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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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3

2 꼬미시움 월례회의꼬미시움 월례회의

•일시 : 10월 13일(일) 오후 1시(B-3,4)

2019년 학생 견진 성사 일정2019년 학생 견진 성사 일정

•예행연습 : 10월 13일(일) 오후 1시 - 2:30, 성당
  (대부모와 함께)
•견진미사 : 10월 16일(수) 오후 7시(성당)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9 하상회 모임하상회 모임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B-3,4)

10 안나회 모임안나회 모임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A-1,2,3,4)

12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1 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B-1,2)
•CCD, CYO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 레지나 (703)786-294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2019 - 2020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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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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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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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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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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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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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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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10/1주) 2019년 10월 13일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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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