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부활>, 세바스티아노 리치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환 호 송

복 음

사도 10,34ㄱ.37ㄴ-43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18(117)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콜로 3,1-4 <또는 1코린 5,6ㄴ-8> |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2022년 4월 17일
제1892호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김태진 베네딕토 이태섭 요한사도

황원균 알렉산더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703 968 3010  703 968 3013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주임신부:

사도회장:

사 무 실:

주 소:

보좌신부:

연령회장:

팩  스:

주님 부활 대축일 (다해)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 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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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항상 가득 채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들은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중심이시고 우리가 주님 부활의 승리에 함께 동참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사십일 동안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서로를 분열시키려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써 싸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에는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평화와 일치를 우리에게 은혜로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용기있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권능에 의탁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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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부활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망한 꿈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 때에 의인들은 육신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 때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60)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찬란한 구원의 십자가로 변하는 그 순간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 저곳에서 발현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0-22)

자연은 변신을 보여줍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변신하듯 우리들의 몸도, 영혼도 변신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 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 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 납니다.”

봄입니다.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힘겨웠던 코로나-19도 그 정점에서 사그라집니다.

시작한 것은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희망은 시련과 인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4월 21일(목)  오후 5:00-6:00

4월 22일(금)  저녁 8:00-9:00

4월 24일(일)  오전 6:00-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4월 10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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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

6

8

주일헌금……………………… $ 7,176.00

교무금………………………… $ 8,920.00

교무금(신용카드) …………… $ 7,520.00

감사 헌금 ……………………… $ 350.00

온라인 봉헌 ………………… $ 2,040.00

합계…………………………… $ 26,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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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7) 

            - 고딕 양식 

오미크론 변이 대 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당의 코로나19 행정 지침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전염병의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유럽의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회 월례회의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B-3,4)

안나회 월례회의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울뜨레아 회합울뜨레아 회합

• 일시 : 4월 22일(금) 오후 8시 (A-1,2,3)

요한회·루카회 월례회의요한회·루카회 월례회의

10 ME 주말 부부ME 주말 부부

• 일시 : 4월 24일(일) 오전 11:30, 장터

바오로회 모임(30대 교우)바오로회 모임(30대 교우)

• 일시 : 4월 24일(일) 오후 3시 (하상관 1층)

• 문의 : 권영기 (703) 589-5865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시–30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톤 수도원(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친교실

• 문의 : 김영술(아놀드),레지나 부부 (703) 477-2435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캔 등을 버리지 

마세요.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CYO WorkCamp 기금마련 Easter Egg Basket 판매CYO WorkCamp 기금마련 Easter Egg Basket 판매

• 일시 : 4월16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판매

• 가격 : $15, $25, $50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571) 244-0333

원주교구장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방문 일정원주교구장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방문 일정

• 입국 환영식 : 4월 22일(금) 덜레스 공항  오전 11시

• 미사 봉헌 : 4월 24일(일) 오전 10시 (본당)

• 출국 환송식 : 4월 26일(화) 오전 9:45 성당 앞

• 환영식·환송식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과 함께하는 
2022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과 함께하는 
2022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4월 24일(일)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신자분들은 

 Northrop Grumman(구 TRW/IBM)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30 - 오후 2시까지 셔틀버스 운행)

• 4월 24일(일) 오후 2시 미사는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전 10시 미사에 참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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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대축일 행사로 4월 18일(월) -19일(화) 이틀간   

 사무실 휴무입니다. 

• 미사는 원래대로 봉헌됩니다.

사무실 휴무사무실 휴무

•입교식 : 5월 8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8시,10시 미사 후)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 851-2364

•4월 18일(월)부터 미사 퇴장 성가는 

 “선교를 위한 노래” 후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부활 제대 꽃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오로딸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