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0 Woodbury Road  Woodbury, NY 11797 
Office Tel: 516-921-3333     Fax: 516-921-3334     E-Mail: likcc01@gmail.com    Homepage: www.likcc.org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Apostolate    
                                                                        at  Holy  Name  of  Jesus  Church 

제 1 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7 

전례 봉사자 (6/14) 미사해설 1 ,2 독서 기도  

      토   8:00 pm 조영희 이미경 해설자 

      주일  12:00 pm 이창희 이영희 해설자 

2020년 6월 14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 2101호                

성당 안내 미사 안내 성사 및 교리 

*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Jae Won Lee (Damian) 
               516-728-2770 
  
  
  
*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917-349-3473 
  
  
  
* 사무실   516-921-3333 

주일미사 :  토  오후 8시 (저녁주일미사) 

                일  교중미사 낮 12시 

 

평일미사 : 수 오전 11시 

               목 오후 8시30분 

성모신심미사 : 매달 첫째 토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고해 성사 :  미사 20분 전 

 유아 세례 :  희망일(사전 접수) 

 병자 성사 :  위급하기 전 연락요망 

 혼인 성사 :  6 개월전 상담 

  

◈ 사무실 근무 시간 안내 (본당 단체 모임 시작 때까지 적용) 

    〮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목요일 오후 6시30분 - 오후 10시30분 

    〮  토요일 오후 5시 –오후 9시                       〮  일요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3시까지 오픈합니다. 

     교무금 내신 분 
조영희(3) 최완규(3-4) 김갑상(1-12) 임하식(1-3) 노진수(1-2) 김애자(3)  

배근일(1-3) 



▶ 롱아일랜드 한인 성당 미사 재개에 대한 안내(2020. 6. 13부터 시행) 

  락빌 교구지침을 기준으로 한국교구와 저희 본당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미사 참례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오니,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성당에 오시는 분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성당 내 이동시(미사 포함)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 간의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2. 미사를 제외한 모든 단체 모임(종교학교, 소공동체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3. 성전 좌석에 앉으실 때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을 제외한 6피트 거리를 지켜서 앉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손세정제를 반드시 사용하신 후에 입장합니다. 

  4. 성전 안 성수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미사 시작과 마침 때 전례봉사자(독서자, 복사)의 행렬은 없으며 미사 중 제대 복사도 없겠습니다. 

     미사는 침묵으로 진행되며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해설자가 모든 교우들을 대신해서 답하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는 생략됩니다. 

     미사 중 장궤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구 지침에 따라서 성체분배는 미사 후에 하게 됩니다. 

  6. 주일 봉헌금은 비닐로 된 봉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합니다. 

  7. 주일 미사는 제대를 기준으로 미사 직후 진행되는 영성체 후에 각자 퇴장합니다. 

     성전 입구는 엘리베이터 이용자 및 사무실 업무 보실분만 이용합니다.(평일 미사 제외) 

  8.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매일 미사책을 제외한 공공 물품(성가책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보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다음 분들은 미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미사에 참여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고령이신 분 

   〮  영유아와 이들의 부모 

   〮  감기, 기침, 발열, 호흡기 이상이 있으신 분 

   〮  최근 2주내 외국 및 코로나 위험 지역을 방문하신 분 

   〮  감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신 분 

     (고령이신 분과 아프신 분들에 대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는 관면됩니다.) 

 10. 고해성사는 사무실 옆에 있는 사제집무실에서 실시하며 이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6피트  

      거리를 둡니다. 고해 사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입니다. 

 11. 사무실 업무를 보실 때 한분씩 입장하시며 사회적 거리인 6피트 거리를 두고 하십니다. 

 12. 미사 시간 안내 

   〮   토요일 저녁 8시        〮   주일 낮 12시          〮    수요일 오전 11시       〮  목요일 저녁 8시 30분 

   〮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오전 10시 

      주일 오전 학생 미사는 없습니다. 수요일은 30분 뒤로 옮겨서 11시에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롱아일랜드 한인 성당 이 재원 다미안 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