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50,5-9ㄴ |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시편 116(114 - 115)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 2,14-18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마르 8,27-35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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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음  환 호 송

복 음

<판토크라토르>, 6세기, 시나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 이집트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 8,29. 34-35)



연중 제24주일 <마르 8,27-35> 

복음 묵상

성화 해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에는 성경을 든 유형을 Pantocrator, 즉‘전지전능한 창조주 

그리스도’라 한다. 오른손으로는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고 왼손에는 진리와 빛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놀랍도록 사실적이다. 동방교회에서 많이 제작되어 숭경되는 이콘(Icon)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혹은 창’의 역할을 하는 성화상이다. 6세기에 제작된 이 작품은 가장 오래된 이콘 중 한 점으로, 

인간적이면서도 천상의 권위와 기품이 매우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해지는 진정 ‘살아있는 이콘’이다. 

<박혜원 소피아, https://pds.catholic.or.kr/ >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곧이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반박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그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날마다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이기심이 바탕이 된 

사람의 뜻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실천’

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이들을 돕고 믿음과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라고 깨닫고 고백할 것입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판토크라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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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단식은 누가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답>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한 모든 신자들입니다. 

153. 금육은 몇살부터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답>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154. 단식이나 금육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단식이나 금육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환자들과 산모들, 여행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곳에서 단체로 음식을 받는 이들입니다. 

  

155. 제3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규에 명하는 것은 첫 고해성사를 한 모든 신자들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156. 제4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규에 명하는 것은 첫 영성체를 한 신자들은 매년 부활축일 전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체를 받아모시는 것입니다. 

157. 교무금은 무엇입니까? 

<답> 교무금은 신자들이 천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죄악을 보속하기 위하여, 교회에 바치는 예물입니다.  

158. 교무금은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답> 모든 신자가 자기 수입의 십분지 일이나 혹은 성의껏 바쳐야 하며, 수입의 

성격에 따라 매월(급료를 받는 이들) 혹은 매년(농사하는 이들) 바쳐야 합니다. 

   

159. 주일헌금은 무엇입니까? 

<답> 주일헌금은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천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160. 주일헌금은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답> 주일헌금은 일주일간 아끼고 모아서 만든 정성어린 예물을 미사 때 봉헌해야 

하며, 결코 걸인들에게 도움을 주듯 해서는 안됩니다. 

  

161. 미사 예물은 무엇입니까? 

<답> 미사 예물은 미사를 청하는 신자가 마련하여 바치는 예물로써 미사 지향을 

위해 신자 형편을 따라서 정성껏 바쳐야 하며 결코 누구나 일정한 금액을 

형식상으로 바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162. 덕행은 무엇입니까? 

<답> 덕행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니, 결코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각오와 노력입니다. 

163. 덕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 덕행은 두 가지가 있으니, 향주덕(向主德)과 윤리덕(倫理德)입니다. 

 

164. 향주덕은 무엇입니까? 

<답> 향주덕은 사람을 직접 천주께로 향하게 하는 덕입니다. 

165. 향주덕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답> 향주덕의 분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니, 신덕, 망덕, 애덕입니다. 

166. 신덕은 무엇입니까? 

<답> 천주께서 내려주신 초성(超性)한 덕행이니, 천주께서 계시하시어 천주교회에 

맡기신 모든 진리를 천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167. 망덕은 무엇입니까?  

<답> 망덕은 천주께서 내려주신 초성한 덕행으로서, 예수의 공로를 보사 허락하신 

천당영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복락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천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또 자비하심을 인하여 굳세게 바라는 것입니다. 

168. 애덕은 무엇입니까? 

<답> 애덕은 천주께서 내려주신 초성덕행으로서 만선(萬善)미호(美好)하신 천주를 

그 지선하심을 인하여 만유위에 사랑하고 또 천주를 위하여 남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169. 향주삼덕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향주삼덕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할 것은, 이 삼덕을 자주 발하며 특별히 유혹을 

당할 때와 더욱 임종때에 발한는 것입니다. 

  

170. 윤리덕은 무엇입니까? 

<답> 윤리덕은 직접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른 도리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171. 윤리덕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윤리덕 중에 중요한 것은 4추덕이니, 곧 지덕, 의덕, 용덕, 절덕입니다. 

       [지(智) 의(義) 용(勇) 절(節)] 

172. 복음 삼덕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 삼덕은 청빈, 정결, 순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의한 것이며, 

수도자들이 허원을 하여 닦고 지키는 덕입니다. 

[청빈(淸貧), 정결(貞潔), 순명(順命)] 

천주교 교리문답 
본당 교리 경시대회(11월)를 준비하며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

問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이 조선대목구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에 펴낸 

문답식 천주교교리서>을 연재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며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는 은총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https://stpaulchung.org/content/gospel-quiz

홈페이지 > 소식과 나눔 > 나눔의 방 > 천주교 교리문답 

문제를 클릭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본당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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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신부님 미사 강론      

2. 시대의 징표와 신앙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강좌 - 

                                       “교회는 무엇인가”

9월 16일(목)  오후 5:00-6:00

9월 17일(금)  저녁 8:00-9:00

9월 19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15일(수)  오전 6:15-6:45

9월 18일(토)  오전 8:00-8:3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성인 공경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9월 5일(연중 제23주일)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2

3

5

7

4

6

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모집토요 저녁 주일미사 독서단 모집

• 해설 및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 마감 : 10월 3일

• 공개 오디션 : 10월 10일 오전 11:30, 성당

• 문의 : 권미경 모니카 (410) 241-2520

25주년 장터 한마당 25주년 장터 한마당 

18

• 일시 : 10월 16일(토)  11시-5시, 본당 주차장 

• 행사 내용 : 음식 부스(부스 사용료 없음), 

 Youth Festival(장기자랑) , 노래자랑

 • 장기자랑 참가자 및 노래자랑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친교실) 

• 일시 : 9월 12일(일) 오전 11:30(나눔터)

            (KoC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차 헌금 Religious Education2차 헌금 Religious Education

•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장 회의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12일(일) 오전 11:40(B-1,2)

꼬미시움 월례회의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2일(일) 오후 1시(B-3,4)

주일학교 개학주일학교 개학

• 일시 : 9월 12일(일) 개강미사(오후 2시) 후 

주일헌금……………………… $ 5,816.00

교무금………………………… $ 11,850.00

교무금(신용카드) …………… $ 3,0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70.00

2차 헌금……………………… $ 2,807.00

온라인 봉헌 ………………… $ 4,700.00

합계…………………………… $ 28,263.00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 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9월 26일(일) :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Bristow Manor Golf Club)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역대신부님 초청)

10월 16일(토) : 장터한마당, 본당 주차장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10월 31일(일) : 야외미사, Bull Run Park

11월 7일(일) : 교리경시대회

                            (천주교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월, 목, 토 화, 금 수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7:30 PM

· 6:00 AM     · 7:30 PM      · 11:00 AM

Cox Ch.30, 830 
Fios Ch. 30 

8

10

12

9

11

13

결혼 희년미사 안내결혼 희년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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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필사 봉헌성경필사 봉헌

결혼 25주년(1996년), 50주년(1971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7일(일) 2:30pm, 알링턴 주교좌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10월 1일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주일 미사 시간 변경(9월 11일부터)주일 미사 시간 변경(9월 11일부터)

• 이번 주일부터 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가 토요일 7:30에 봉헌됩니다. 

• 학생 미사(영어미사) : 오후 2시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 일시 : 9월 26일(일) 오후 1시, Bristow Manor Golf Club
• 참가비 : 100불(점심 김밥, 저녁 만찬 포함) 

• 홀인원 상품 : Benz
• 참가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9월 14일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참가가 취소됩니다. 

K o C BBQ 모임K o C BBQ 모임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21일(화) 오후 7:30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친지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하상회 월례회의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B-3,4)

안나회 월례회의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A-1,2,3,4)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9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본당 가톨릭 성서모임 가을학기 개강 미사본당 가톨릭 성서모임 가을학기 개강 미사

•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15주 여정에 함께 하실 봉사자와  

 성서 가족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9월 19일(일) 오후 5:00 미사 

• 25주년 감사미사 때 성경필사를 전시합니다.

 성경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행사 후 주교님 서명과 사진 촬영 후 돌려 드립니다.

14 레지오 100주년 행사레지오 100주년 행사

• 일정 : 10월 2일(토)

• 장소 :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 레지오 단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바오로딸 콘텐츠>

알링턴 교구 가정 문제 상담 알링턴 교구 가정 문제 상담 

• 알링턴 교구(인간존중, 가족, 결혼생활)에서는   

 불임부부, 조기 유아 사망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703) 841-2575 
             therese.bermpohl@arlingtondiocese.org

https://www.dc13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