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마태오 한인 천주교회  
주일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2022년 9월에 학부모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이후 작년에 첫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올해도 연이어 대면 수업을 실시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리연도의 주제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루가 복음 22:19) 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어주신 저희의 탈렌트와 사랑과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어 주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리교사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9월 11일 개강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안내및 소식 전합니다.   
 

주일학교 등록이 성당 홈페이지 (stmatthewkcc.org)의 [주일학교 등록]창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중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후 smkccdirectorlydia@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등록금 창구]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성됩니다.  
 

연간 등록비는 작년과 같이 첫 자녀는 $50 이고 두번쨰 자녀부터는 $40입니다.  성사반 (2학년과 

10학년)에 등록하는 경우 성사 준비비로 $20 추가 등록비가 적용됩니다.  등록비도 홈페이지 [등록금 

창구] 창을 통해 온라인에서 납부하실수 있고 온라인 납부시 크레딧 카드보다는 수표 정보를 

입력하신후 납부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올해는 수년간 교직에 몸 담고 계시는 현직 교사를 봉사자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황 카타리나 

선생님이시며 5 & 6 학년 합반을 담당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선생님 부족으로 임시 휴강했던 

유치부도 다시 오픈 합니다. 두 분의 풋풋한 청년 봉사자들이 담당하여 아이들에게 성경 스토리 

텔링등 다양한 액티비티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갈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과 

담당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유치부 & 1학년 합반: 김 스텔라 & 이 엔젤 선생님 

2학년 (첫영성체):  박 실비아 선생님 

3학년 & 4학년 합반:  서 젬마 선생님 

5학년 & 6학년 합반:  황 카타리나 선생님 

7학년 & 8 학년 합반:  박 리디아 선생님 

고등부 (9학년~12학년): 박 브라이언, 민 경재, 김 조나단, 정 케빈 선생님 

 

새학년에도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박리디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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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2 
 
Dear SMKCC Families in Christ,  
 
Peace of our Lord be with you and your family always. 
 
We praise and thank God for granting us another year of in-person Religious Education Program 
despite the continuous challenges of the coronavirus.  
 
The theme for this catechetical year is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Luke 22:19). As Jesus 
has given his body for us, we, as the catechists, also strive to provide our God-given talents, love, 
and time for the children. God called us to this ministry as catechists, and we gladly responded to 
Him to serve His children.  We will do our best to carry out our mission of handing on the faith and 
being a witness to the Gospel as a community of faith to our children. 
 
As we prepare for the first day of school on 9/11, we share the following news and announcements.  
 
In two simple steps, the registration is ongoing online from SMKCC’s Homepage (stmatthewkcc.org) 
at the [REP Registration] window.  First,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downloadable pdf file) and 
email it to smkccdirectorlydia@gmail.com  Second, use the [Registration Fee] link to remit your 
registration fee.  These steps will complete your registration.  
 
The annual registration fee is the same as last year; $50 for the first child and $40 for each 
additional child.  For students enrolled in the Sacramental Preparation Classes (2nd Grade & 10th 
Grade), there will be an additional fee of $20. You can pay the registration fee online at the 
[Registration Fee] Window. We ask that you pay using a check rather than a credit card when 
paying online, as there is a surcharge for using a credit card.  

We were very fortunate to have recruited a new volunteer who has been a teacher for many years 
in a local school to join our program. She is Catalina Hwang, and she will be teaching the 5th & 
6th grades this year. Also, we have reopened the kindergarten class, which we had temporarily 
closed last year due to a lack of teachers. Two young teachers will lead the kindergarten & 1st 
grade combined class, and they will ensure to create a good time with children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storytelling of Bible stories to children. The following is the class structure and 
the teacher in charge for this year. 

Kindergarten & 1st:  Stella Kim & Angel Lee 
2nd (First Communion): Sylvia Park 
3rd & 4th:   Gemma Suh 
5th & 6th:    Catalina Hwang 
7th & 8th:   Lydia Park 
HS (9th ~ 12th):  Brian Park, Kyung Jae Min, Jonathan Kim & Kevin Jeong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new school year.  Thank you.  

Lydia Park, 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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