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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마음도 가지런히

하늘에 두고 사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유난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 위의 마을이 아름답듯

오직 높은 곳을 향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조촐하게 서 있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이들은

산위의 마을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듯

하느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공지사항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2

5

6

4

3

7

8

10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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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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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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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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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조 베로니카 (703) 864-1236

제 5기 어머니학교제 5기 어머니학교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

• 꾸리아 모임 : 오전 11:30 (하상관 #3,4)

• 요한회 월례회의 : 오전 11:30 (B-1,2)

• K o C 월례회의 : 오전 11:30 (B-3,4)

• 바오로딸 성경학교 동계 워크샵 : 오전 11:30 (A-1,2)

이번 주일(1월 22일) 모임 안내이번 주일(1월 22일) 모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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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1월 29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문의 : 김윤식 블라시오 (214) 592-6369

베드로회 2023년 총회베드로회 2023년 총회

• Giving Tree 행사로 $15,620이 모금되어 고국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의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2월 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본당 제대에서 사용할 초, 제병, 제주를 봉헌해 

주실 분들은 성물방에 봉헌해 주세요.

• 지난해 건축기금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세금공제   

 영수증이 발송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으신 분들은   

 친교실의 하상 카리타스 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영수증은 하상 카리타스에 

 납부해 주신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영산 성당 건축기금 세금공제 영수증 영산 성당 건축기금 세금공제 영수증 

• 본당 승격 27주년 감사 미사와 25주년 기념집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출판 기념식을 갖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월 1일(수) 오후 6시 : 27주년 감사 미사 

                     오후 7시 : 출판 기념식

본당 승격 27주년 감사 미사와 
25주년 기념집 출판기념
본당 승격 27주년 감사 미사와 
25주년 기념집 출판기념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월 15일(연중 제2주일)

봉헌금………………………… $ 5,929.00

교무금………………………… $ 12,350.00

교무금(신용카드) …………… $ 3,270.00

감사 헌금 ……………………… $ 320.00

2차 헌금……………………… $ 2,915.00

온라인 봉헌 ………………… $ 1,680.00

합계…………………………… $ 26,464.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6일(목)  오후 5:00 - 6:00

1월  27일(금)  저녁 8:00 - 9:00

1월  2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앙꼬 없는 신앙’ - 김인호 루까 신부

Cox Ch. 30, 830 
Fios Ch. 30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영육간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 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생명의 복음 53항) 또한 ‘인간생명은 

신성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느님의 

불가침성을 반영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살인하지 못 

한다” 는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 자살, 낙태, 안락사, 학살 등 온갖 

종류의 의도적 살인행위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3항)

인간이 스스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그 생명은 절대로 

훼손될 수 없음을 교회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