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8호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하상주보
2019년 10월 20일 (다해)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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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 마태 28,16-2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239] 거룩한 어머니

2019년 학생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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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9주일 (마태 28,16-20 | Mt 28:16-20) 

오늘 교회는 전교 주일을 맞아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거행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마치시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권능을 지니시고 가르치셨으며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우주의 통치권을 지니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곧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곧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교나 선교라고 

불렀고, 그 의미는 복음화된 지역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지역으로 복음을 운반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교나 선교 대신 복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화가 선교와 다른 것은 단순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복음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화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전교 주일

묵상

to the mountain to which Jesus had ordered them.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but they doubted.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

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전교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 전 

세계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쓴다.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

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전교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 전 

세계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1919.11.30.) 반포 100

주년을 기념하여, 저는 온 교회가 

2019년 10월 한 달을 선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때로 

지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전교 주일 담화의 제목은 

10월 특별 전교의 달 주제와 

동일하게,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특별 전교의 달 

거행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니는 선교 차원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세례를 통하여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맺는 친교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개종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 주고 전달하며 

선포할 보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물의 올바른 차원을 알게 해 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동참하는 하느님 생명의 영원한 지평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줍니다. 성사들과 형제애를 통하여 미리 맛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미카 5,3; 마태 28,19; 사도 

1,8; 로마 10,18 참조). 누리 끝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지속적이고 항구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열린 마음과 자비로운 나아감이 참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성인들과 신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다그침입니다(2코린 5,14-21 참조). 내어 주고 희생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명령은 우리에게 직접 와 닿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매료되며 또 다른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 주어 생명을 낳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기에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부성과 교회의 모성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명령은 

세례성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일하여라’(요한 20,19-23; 마태 28,16-20 참조). 이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며,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임무」에서 이미 선교의 

도구로 제시된 교황청 전교기구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황청 전교기구는, 선교의 핵심인 기도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으로 교황의 선교 임무를 돕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서, 교회의 보편성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에 힘입어, 교황은 개별 교회들과 함께 

복음화 노력을 기울이고(교황청 전교회), 지역 성직자를 양성하며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어린이들의 선교 의식을 키우고(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그리스도 신앙의 선교 차원을 증진합니다(교황청 

전교연맹). 교황청 전교기구에 대한 저의 지지를 거듭 약속드리며,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이 저의 직무를 도와주는 그들의 선교 

봉사를 쇄신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남녀 선교사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례의 은총으로 교회의 

사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9년 전교 주일 담화 (요약) 

3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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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행사

수상자

10-20대 30-40대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50-60대 여성부 

특별상

2019년 불우이웃 돕기 달리기와 걷기 대회(복지부 주최)가 지난 12일(토) Burke Lake Park에서 열렸다. 

128명의 참가자들과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인현 주임신부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게 걷고 뛰자”며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위해 애쓴 모든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회 후에는 꾸르실료에서 준비한 순두부 찌개로 식사를 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김진석 마지아 복지부장은  “좋은 날씨에서 행사가 잘 진행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회 수익금과 도네이션 전액은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사진 : 문화부 제공> 

40대 가족 모임인 베드로회 회원들도 한마음으로 달리기·걷기 대회에  

참여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족들과 같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돈독한 

친교를 나누며 건강한 하루를 보냈다. 

베드로회는 두 부부 중 40대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친교 단체로 매달 

둘째 주일 1시에 모임을 갖는다. 

(문의: 베드로회 회장 석성현 요한 703-581-3719)

St. Paul Chung parishioners gathered to celebrate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on Wednesday, 
October 16th. Fifteen of our young candidates 
were confirmed by Bishop Michael F. Burbidge 
along with Rev. Paik and Rev. Kang. 

After the liturgy, Bishop Burbidge greeted 
newly confirmed students, their families, and 
sponsors as well as other St. Paul Chung parishio-
ners in the Parish Hall where the reception was 
held. 

During the reception, all newly confirmed 
students had a chance to tell their personal reflec-
tions on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It was 
very moving and meaningful”, said one parent.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were confirmed. 
Let us remember and pray that the Holy Spirit 
always works in us all.

•Andrew Kee 
•Angela Hong
•Chloe Kim
•Dante Huaman
•Emily Pak 

•Francis Kwon
•Hannah Lee
•Francis Choi
•Jun Yoo 
•Nuri Han 

•Patrick Lee 
•Paul Hwang
•Sean Park 
•Simon Lee 
•Taejun Kim

<사진 : 문화부 황복성 루카·정주영 토마스>

찬미 예수님, 

여러가지 성무로 인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 정 바오로 성당을 방문해 주시고 학생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신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 정 바오로 성당 모든 신자들은 주교님의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집하며 주교님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은 15명의 견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보시기에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부모님, 교리교사, 대부·모 그리고 본당의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절을 도와 주신 MC 죠셉 신부님(Fr.Joseph)과 강 

암브로시오 신부님 (Fr.Ambrossio)께도 감사드립니다.   

“ Congratulations the fifteen Confirmandi who received 
the Holy Sacrament of Confirmation! 
By accepting God’s love through special grace of the Holy 
Spirit, you have affirmed your faith and have taken the next 
step in your spiritual jour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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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KEE 

I really liked the Wednesday classes with Mr. Andy and Ms. 
Helen because I got to learn more about God and the church. 
But most importantly, I learned what it means to be an initiat-
ed Catholic through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AUL HWANG 

Being in all the classes was fun, and a good experience. 
I learned a lot about our religion, the Bible, God, an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Mr. Andy was a great teacher, 
because he always got the point across quickly, and made 
sure we understood. 

EMILY PAK

I enjoyed learning about the ways of Confirmation. 
To stay closer to God, I will pray more often. 
I will try and go to church every Sunday. 

NURI HAN 

While reflecting on my time in the Confirmation class I hav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lessons we learned are invalu-
able. What we were taught in that class are things that we can 
apply to our everyday lives. Saints to act as our role models, 
prayers to help us through our toughest times, and the Ten 
Commandments to tell us how we may live our best lives free 
of sin. I will never forget what I learned in Confirmation and 
hope to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yself and others to 
become better people.

FRANCIS CHOI

I would like to share my Confirmation story. Now, it all started 
last year when I stayed after mass for a bit to watch the 2018 
Confirmation students train. I turned to my friends and said, 
“That’s going to be us one day.”,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two days ago I sat in bed with my brain telling me. “Yournot-
readyyournotreadyyournotready.”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celebrating the last sacrament of initiation. 
Thank you, Mr. Andy, for teaching us. Thank you, Mom for 
giving me a ride every Wednesday night... and of course, 
thank you to every one of my friends for making it worthwhile 
to attend class.

FRANCIS KWON

At first I didn’t want to do confirmation and I was a little upset 
when my parents signed me up. But as I started doing more 
and more classes, I felt a change in heart and I became closer 
to God. Because of this I began to pray more, listen to the 
gospel, and actively attend Sunday School. Confirmation was 
a long but exciting journey and helped both my spiritual and 
physical needs, and I hope that future students will appreciate 
this gift.

DANTE HUAMAN

During Confirmation class, I feel that I’ve been growing my 
faith and learning more about the church. I feel that my role in 
the church has been made clearer as Confirmation went by. 
I think that when I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it 
went in me and will help me later.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has helped me along the way, especially Mr. Andy and 
my parents.

HANNAH LEE 

First, I want to thank all the teachers and parents that helped 
all of us through Confirmation, and got us all the way here. 
I’ve learned so much more about God through this class, and 
I feel so much more close to him now. 
I’ll try my best to live out a better religio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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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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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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1일(월)
22일(화)

25일(금)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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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미사(오전 6시)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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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음악회(오후 1:30, 성당), 빠뜨리치안회(오후 2시) ,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KofC 모임(오전 11:30, A-1,2)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 임원회(오후 8시, B-1,2)
24일(목)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29주간

연중 제30주일

연중 제29주일

10월 27일(일)

10월 20일(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019년 10월 13일(연중 제28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일헌금…………………………………$7,083.00
교무금……………………………………$9,1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970.00
특별헌금……………………………………$200.00
2차헌금 ……………………………………… $0.00
합계…………………………………… $19,4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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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요한 크리소스토모, 프란치스코 살레지오, 루치아 성인

10월 24일(목)  오후 5:00-6:00
10월 25일(금)  저녁 8:00-9:00
10월 27일(일)  오전 6:00-7:00

기도해 주세요

KACM TV 하이라이트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29주간: 아가 1-4, 에페 5

World Mission Sunday (전교주일)을 맞아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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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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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령의 날 알링톤 교구 합동 위령미사위령의 날 알링톤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 11월 2일(토)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9900 Braddock Road, Fairfax)

12 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미사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미사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11시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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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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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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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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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부를 위한 교육 (알링톤 교구)부부를 위한 교육 (알링톤 교구)

•알링톤 교구에서 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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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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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상회 모임하상회 모임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B-3,4)

3 안나회 모임안나회 모임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30(A-1,2,3,4)

5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4 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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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권데레사 (703)346-6067

6

7

•일시 : 10월 27일(일) 오후 1시(B-1,2)

8

제333차 울뜨레야 회합제333차 울뜨레야 회합

•일시 : 10월 25일(금) 오후8시(A-1,2,3)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9 요한회 성지순례 (Emmitsburg 성지)요한회 성지순례 (Emmitsburg 성지)

•일시 : 10월 27일(일) 오전 9시
•성지 방문 및 14처 십자가의 길/미사
•문의 : 이재인 (571)243-5756

10 빠뜨리치안회 10월 모임빠뜨리치안회 10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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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11월 1일(금)은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 11월 1일(금)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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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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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단 모임복사단 모임

 •종이와 플라스틱 물병은 반드시 비운 후에 
     리싸이클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일반 쓰레기는 리싸이클 수거함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거함 위치 : 친교실, 성당 현관, 하상관

리싸이클(재활용품)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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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ㆍ메디케어
은퇴연금ㆍ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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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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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