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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성탄 다음 사십 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현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

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롯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시다. 

공지사항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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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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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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에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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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제5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제5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 루카회 월례회의 : 오전 11:30 (B-1,2)

• 베드로회 총회 : 오후 6시 (친교실)

이번 주일(1월 29일) 모임 안내이번 주일(1월 29일) 모임 안내

• 일시 : 2월 3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병자 영성체병자 영성체

• 일시 : 2월 5일(일) 오전 11:30 (B-1,2)

구역 임원회의구역 임원회의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 : 2월 4일(토) 오전 10:30

• 토요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신심 기도 및 미사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2월 5일(일) 오전 11:30 (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 농학박사 

 (*제주도산 호박/아삭이 고추씨앗, 한국산 백일홍씨앗 무료 배부)

교육부 생활 세미나교육부 생활 세미나

• 지난 설날을 맞이하여 세뱃돈으로 주신 $3,615는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본당)에 $1,650,

 보이뚜찬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멕시코 수녀원)에   

 $1,965를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2월 4일, 5일)에는 로마에서 공부하는 

 한국 평신도 학생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가톨릭 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차 헌금 안내2차 헌금 안내

• 2월 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본당 제대에서 사용할 초, 제병, 제주를 봉헌해 주실 분들은  
 성물방에 봉헌해 주세요.

초 봉헌 받습니다초 봉헌 받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월 22일(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봉헌금………………………… $ 6,552.00

교무금………………………… $ 12,110.00

교무금(신용카드) …………… $ 5,670.00

감사 헌금 ……………………… $ 520.00

2차 헌금……………………… $ 3,676.00

온라인 봉헌 ………………… $ 1,780.00

합계…………………………… $ 30,308.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2일(목)  오후 5:00 - 6:00

2월  3일(금)  저녁 8:00 - 9:00

2월  5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거룩한 삶에 대한 오해’ 

              - 김인호 루까 신부

Cox Ch. 30, 830 
Fios Ch. 30 

본당 승격 27주년 감사 미사와 25주년 

기념집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출판 

기념식을 갖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 미사 : 2월 1일(수) 오후 6시 

◆  출판 기념식 : 오후 7시 친교실

성당 뒤편 주차장에서 건강을 지키며 걷는 

방법을 정인준(파트리시오)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아울러 오후 3시부터(성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당에서 고백성사(면담 아님)도 드리십니다.

정 신부님께 면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별도 신청해 주세요.

잘 걸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고해성사로 영혼을 깨끗이 씻고 

영육간 건강하게 사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월 6일(월)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