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요셉 사목회 4 월 2021 소식지
2021 년 성주간 미사시간 안내
4 월 1 일 목요일 저녁 7 시
4 월 2 일 금요일 저녁 7 시
4 월 3 일 토요일 저녁 7 시
4 월 4 일 일요일 아침 8 시(한국어), 아침 10 시(이중언어)

견진성사반 소식
11 분의 신자들이 임부제님께서 진행해주신 견진교육을 수료했으며, 5 월
14 일 금요일 성요셉 워커 성당(St. Joseph the Worker church in Winnetka)에서
우리성당 고등학교 견진반 학생들과

함께 견진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정성
우리 성당은 지난 사순시기동안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현금 $4244 와 406 개의 통조림을
모았습니다. 현금과 통조림은 불우이웃을 돕는 Mend 기관(mendpoverty.org)에 기부를 할
것입니다. 도내이션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요셉 성당 빈첸시오 소식
성요셉 성당 빈첸시오 컨퍼런스(줌미팅으로 진행됩니다)
4 월 17 일 토요일 오전 9 시 – 10 시 (1 시간)
미팅 ID: 862 4828 7933 , 비밀 code: 41721
우리 성당 모든 형제님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성요셉 성당 주소록
현재 성요셉 성당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신자 목록 및 기록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당 시설 업그레이드 관련
•

본당 의자 방석 스팀청소

•

강당(MPR) 벽화작업

•

강당(MPR) 무대 바닥 교체

•

102 호 교실 리모델링

•

창고 정리

•

북동쪽 코너 아이들 놀이터 계획

성경필사 묵주반지
신약성사 필사를 끝내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 교황님께서 축성하신
묵주반지를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한 10 게 남았습니다.
봉사자 모집
재정부 (3 명)
임기 : 2021 년 6 월 1 일부터 2 년간
임무: 성당 재정검토, 매해 재무보고, 매월 지출 검토와 향후 지출 검토승인
사목회 IT (정보기술 미디어) 위원 (1 명)
임기: 2 년
임무: 성당의 전반적인 Tech 관리, 성당 웹싸이트 관리 /컴퓨터관리와 인터넷 관리지원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목회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업데이트
우리 성당은 코비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야외미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는 신자수가 늘어나고, LA 시에서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조만간
철저한 규칙 유지하에 성당 안에서 미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목회는
안전하게 실내에서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웹싸이트와 구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요셉 사목회

SJKCC Parish Council Bulletin for April, 2021
2021 Holy week schedule:
Thursday:
7 PM
Friday:
7 PM
Saturday:
7 PM
Sunday:
8AM (Korean), 10AM (Bi-lingual)
Sacrament of Confirmation:
11 adults have completed the confirmation class conducted by Deacon Lim and will be
confirmed on May 14th at the St. Joseph the Worker along with our youth group confirmation
candidates.
Lent Donations:
Due to your generous donations during this year's Lent, $4244 and 406 canned foods were
collected for donation to the MEND organization. (mendpoverty.org)

St. Joseph Korean Catholic St. Vincent De Paul Conference (Zoom Meeting)
Saturday, April 17th at 9am - 10am (1 hour)
Special invite goes out to the men of SJKCC to join our St. Vincent De Paul Society.

SJKCC Directory:
We are working to update the main office directory. Please be patient a little while longer.
Facility Upgrade:
Many upgrades are in works during the shutdown. Some of the activities include:
• Chapel pew cushion cleaning
• MPR wall mural painting
• MPR stage floor replacement
• Room 102 remodeling
• Storage room clean up
• North/East corner courtyard play ground conversion
Rosary rings:
For those wishing to write the New Testament, there are still some rosary rings left. These
rosary rings have been blessed by Pope Francis. There are about 10 rings left.
Help! We are looking for new volunteers:
Finance Committee Member (3 people):
Term: 2 years starting June 1st, 2021
Duties: Church finance oversight, annual finance reporting, monthly review of expenses,
review and approval of ongoing budget requests

Council IT team member (1 person):
Term: 2 years
Duties: Provide tech support to SJKCC, website development/management, and various
computer/internet support
If you are interested in volunteering, please see one of the council members or see the office
manager.
COVID Update:
We are still conducting outdoor masses only but we are monitoring new developments closely.
As more and more people get vaccinated and the city starts to relax the restrictions, we believe
we will be able to move back to having indoor masses again, with restrictions at first. The
council is making preparations slowly in anticipation of moving back indoors. There is no firm
schedule yet but please monitor communications from goo-yuk leaders as well as to check our
website on a regular basis.
As always, the parish council is working for the common good of our community. If there are issues or
suggestions, don’t hesitate to find one of the council members.
Love, in Christ,
SJKCC Parish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