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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oul rejoices in the Lord”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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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O teachers organized an ice skating 

event for the students during winter 

break. We didn’t expect many students to 

participate considering it was during winter 

break, but we had a great turn out and 

everyone seemed to have fun. 

The highlight of our ice skating event was 

Father Lee’s private lessons to those who 

desperately needed a saving grace on the ice. 

We’ll continue to plan fun outings so keep your 

eyes and ears open for our next CYO event! 



공지사항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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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신·구약 입문과정 2년

• 등록 : 미사 후 친교실 

          (신청서는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교육부 (703) 850-2968

2023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2023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

• 세계 결혼기념일을 맞아 결혼 25/30/40/50/60 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월 26일(일) 10시 미사 중 / 

 환영식은 미사 후 친교실(A-1,2)에서 있습니다.

• 신청 마감 : 1월 29일(일)까지 

• 신청 접수 :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2023년 혼인 갱신식2023년 혼인 갱신식

• 명단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탄 제대 꽃 봉헌 감사드립니다.성탄 제대 꽃 봉헌 감사드립니다.

• 내용 : 친교 및 그룹 활동, 보충강의, 주제발표

• 대상 : 성경학교 재학생 전원(1,2,3학년)

• 일시 : 1월 22일(일) 11:30 -오후 3시(A-1,2)

• 신청 : 교육부 (참가비 $20, 점심 제공)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2023학년도 성경학교 동계 워크샵2023학년도 성경학교 동계 워크샵

제5기 어머니학교에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일시 : 2023년 3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 

• 장소 : The Northern VA 4H Education Center 
             (600 4-H Center Dr Front Royal, VA 22630)

• 참가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40명)

• 접수기간 : 1월 29일(일)–2월 19일(일), 친교실

• 수강료 : 접수 일자별 차등

~ 2월 12일(일) 까지 신청 : $100 

~ 2월 19일(일) 까지 신청 : $130 

~ 2월 28일(화) $150, 2월 29일(일) 부터 $180

• 문의 : 최 아델라 (703) 470-1220

            김이조 베로니카 (703) 864-1236

제 5기 어머니학교제 5기 어머니학교
• 일시 : 1월 15일(일) 오전 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22일(일) 오전 11:30 (B-1,2)

요한회 월례회의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2일(일) 오전 11:30 (B-3,4)

K o C 월례회의K o C 월례회의

• 일시 : 1월 15일(일) 오전 11:30 (B-3,4)

하상회 월례회의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15일(일) 오전 11:30 (A-1,2,3)

안나회 월례회의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0일(금) 오후 8시 (B-1,2)

사도 임원회의사도 임원회의

• 일시 : 1월 22일(일) 오전 11:30 (하상관 #3,4)

꾸리아 모임꾸리아 모임

• 일시 : 1월 27일(금) 오후 8시 (A-1,2,3)

울뜨레아 월례모임울뜨레아 월례모임

• 일시 : 1월 29일(일) 오전 11:30 (B-1,2)

루카회 월례회의루카회 월례회의

• 행진은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실시됩니다.

• 일시 : 1월 20일(금) 오후 12시, 

          성당에서 출발(점심 제공)

•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 : 1월 15일(일)까지 (친교실, 사무실) 

                    선착순 55명

2023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2023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2023년 1월 8일(주님 공현 대축일)

봉헌금………………………… $ 7,811.00

교무금………………………… $ 10,910.00

교무금(신용카드) …………… $ 3,300.00

감사 헌금 …………………… $ 1,660.00

온라인 봉헌 ………………… $ 1,600.00

합계…………………………… $ 25,281.0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022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납부 액수에 차질이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무금 납부 안내2022년 교무금 납부 안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19일(목)  오후 5:00 - 6:00

1월  20일(금)  저녁 8:00 - 9:00

1월  22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현실 도피적 신앙’ 

              -김인호 루까 신부

Cox Ch. 30, 830 
Fios Ch. 30 

2023년 1월 22일(주일)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날은 주일이라 주일미사와 

합동 위령미사로 함께 봉헌됩니다.

본인들이 참석하는 미사에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할 수 있으며, 10시 미사 중에는 연도와 제례가 

봉헌됩니다. 이날 합동 위령미사로 

생미사 지향은 불가합니다.

미사 시간은 주일과 동일하며,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1월 2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주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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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월, 목, 토 화, 금 수

2월 1일은 본당 승격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당 승격 27주년을 맞이하여 25주년 

역사기념집(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출판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본당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신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행사를 

가지려 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감사 미사 : 2월 1일(수) 오후 6시 성당

◆  출판기념 : 오후 7시 친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