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

날 짜 단 체 신 비 성경
 5월  11일(월) 성모회 고통 루카 22장 ~ 24장
 5월  12일(화) 울뜨레아, ME, 아버지학교 영광 요한  1장 ~  3장
 5월  13일(수) 성령기도회, 성서모임 환희 요한  4장 ~  6장
 5월  14일(목) 성가대 빛 요한  7장 ~  9장  
 5월  15일(금) 빈첸시오회 고통 요한 10장 ~ 12장
 5월  16일(토)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자비의기도 영광 요한 13장 ~ 15장
 5월  17일(주일) 사목회 환희 요한 16장 ~ 18장

    
   Ω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LA대교구 지침
     ▶ 추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공식적인 미사 중지가 연장됩니다.(4월 19일 교구 공문 내용)  
     ▶ 가족과 함께 영상 미사에 참례해 주세요.(주일 오전 9시, 10시 30분) 
    
    Ω 부활 5주간 바실 가족 기도와 실천
     ▶ 공동체 가족을 위한 공동 강복: 매일 저녁 8시
     ▶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고리 묵주기도
     ▶ 성모성월을 맞아 묵주기도 후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 바치기 (기도문: 바실 홈페이지, 사무실)
     ▶ 복음말씀 이어 읽기: 아래 일정을 참조하세요! 
     ▶ 이웃 사랑 실천
        * 가족에게 안부 전하기    *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실천하기
     
    Ω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고리 묵주기도 일정 및 성경읽기

    
    Ω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생활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 본당 교적 신자로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 연방/주/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최근 Covid-19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http://stbasilkorean.org 
        * 사무실 구비
      ▶ 접수 마감: 5월 24일(주일)까지 우편, 팩스, Email  stbasil2020@gmail.com 
      ▶ 주관 분과: 사회사목분과 위원회
      ▶ 결     과: 신청서 확인 및 개별 연락
      ▶ 문     의: 사무실(213-389-3142 or 1029)
   
   Ω 프란치스코 교황님, 코로나 19 극복 기도와 단식의 날 선포
      ▶ 일     시: 5월 14일(목)
      ▶ 내     용: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기도와 단식, 자선활동
   
   Ω ‘코로나 19’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5월 9일까지)
     김영돈(요한), 공현(요셉), 김경자(헬레나), 김만수(시몬), 김연희(젬마), 문로사리아,

     백병숙(마리안나), 서효경(마리아), 이광호(요셉), 이수종(엘리야), 이영진(프란치스코), 

     익명, 차춘자(카타리나), 천병국(베네딕도), 최미자(벨라뎃다), 홍관표(베드로), 황기분(로사)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