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2 일 2021
성요셉 성당 신자 여러분께
지난 5 월 11 일 사목회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이번 주일인 6 월 6 일부터 8 시
미사도 성당 안에서 봉헌됩니다. LA 대교구에서 새로운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코비드 안전수칙(사회적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이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실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성당 내에 여분의 의자를 배치하였고,
2 층 발코니에도 앉으실 수 있으십니다. 성당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족들은 함께 앉아주시고, 일찍 오시는 분들께서는 성당 내 의자 끝이 아니라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께서 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의자 중간으로 가는 일 없이 안전하게 끝에 앉으실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8 시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분들께서 많이 오시여 성당안에 있는
의자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당 (MPR) 에서 프로젝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시청하시면서 미사를 참례하실 수 있습니다. 강당에서 미사를
참례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봉헌금을 내실 때와 성체를 모실 때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다른 출입구와 입구를 통해 성당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강당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한 미사 후 성당이나 강당 안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 부탁 드립니다.
모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6 월 15 일부터 최소한의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모든 활동을 전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전면 재개방 계획에 따라
LA 대교구도 코비드 제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당 마르코 신부님의 공식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성당에서 해오던 코비드 안전수칙을 계속 따를 예정입니다.
성당 전면 재개방에 대해 마르코 신부님께서 세부사항을 알려주시는 대로
신자여러분들께 다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여러분들의 양해
감사드립니다.
성요셉 성당 사목회

Dear Parishioners,
As was announced earlier, the 8AM Korean mass will move to indoors starting this
coming Sunday, June 6th. Until instructed otherwise by the LA Archdiocese, we
are still required to maintain COVID safety measures such as the social distancing,
use of masks, etc. In order to accommodate as many parishioners indoors, we've
placed additional chairs inside the church, including the balcony. We ask each
family members to sit together so as to maximize available space as well as to
occupy middle spaces of pews first so that people coming later can safely occupy
the ends. It's possible that we will overflow the church. In that case, please
proceed to MPR where the mass can be viewed on the projector screen. As you

exit and re-enter the MPR for making offerings and receiving communion, please
follow directions of the ushers so as to adhere to the social distancing
requirement. We also ask that you refrain from congregating inside the church
after the mass.
I'm sure by now you have heard the news that California is planning on removing
most, if not all, of the COVID restrictions by June 15th. While we anticipate that
the LA Archdiocese guidelines will follow suit, until such an announcement is
made and approved by Fr. Mark,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existing
guidelines. Once the church re-opening is announced by Fr. Mark, we will provide
further details on our own re-opening plans and activitie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patience.
SJKCC Parish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