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마태오 한인 천주교회  
주일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2020 년 9 월에 학부모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주일학교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총체적 난관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할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 모든것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리연도의 주제는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1 고린토 11:23) 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것을 하느님에게서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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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일학교 등록이 성당 홈페이지 (stmatthewkcc.org)의 주일학교창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후 이메일로 smkccdirectorlydia@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등록창구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성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개강 첫 날인 9/13 일엔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과 백투스쿨이 결합된 

특별한 미팅을 12 시부터 줌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이 미팅에서 교리 교사 인사와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부모님들과 질의 문답시간을 갖으려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첫 수업은 9/20 일부터 진행합니다. 주일학교 수업은 학년별로 격주로 진행되고 수업 시간은 매 

주일날 낮 12:30~1:30 까지 입니다.  시간표는 첨부된 스케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교과서 픽업 날은 9/12 일 토요일 

오전 11 시부터 12 시까지이며 성당 마당으로 오시면 픽업하실수 있습니다. 픽업은 드라이브 

스루이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9/1 일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황님께서 9/1 일 부터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 10/4 일까지를 ‘창조 시기’로 정하시면서 모든 신자들이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모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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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나눠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9/13 일 줌 미팅에서 모두 만나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장 박리디아 드림.  

 

 

 

9 월과 10 월 행사및 스케줄 알려드립니다.  

 

9 월 스케줄: 

1. 9/1 (일요일): 모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 9/12 (토요일) 오전 10 시: 첫 영성체 가족 미사 

3. 9/12 (토요일) 오전 11 시 ~ 오후 12 시:  교과서 픽업 (드라이브 스루, 성당 마당) 

4. 9/13 (일요일) 오후 12 시 ~ 1 시: 개학 첫 날 줌 미팅   

5. 9/20 (일요일) 오후 12:30 ~ 1:30: 첫 수업 (K/1, 3, 5, 7, 고등부 (9 학년~12 학년)) 

6. 9/21 (월요일): 성 마태오 성당 설립 17 주년  

7. 9/27 (일요일) 오후 12:30 ~ 1:30: 첫 수업 (2, 4, 6, 8 학년 및 견진* year 1 (9 학년)) 

 

10 월 스케줄: 

1. 10/4 (일요일) 오후 12:30 ~ 1:30: 수업 (K/1, 3, 5, 7, 고등부) 

2. 10/11 (일요일) 오후 12:30 ~ 1:30: 수업 (2, 4, 6, 8 학년 및 견진* year 2 (10 학년)) 

3. 10/18 (일요일) 오후 12:30 ~ 1:30: 수업 (K/1, 3, 5, 7, 고등부) 

4. 10/25 (일요일) 오후 12:30 ~ 1:30: 수업 (2, 4, 6, 8 학년 및 견진* year 1 (9 학년)) 

5. 미정: Teaching Touching Safety 교육 

 

 견진반 수업 스케줄은 담당 선생님의 스케줄과 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합니다. S      Matthew Korean Catholic Center   
   Religious Education Program (REP) 

Children’s Ministry & Youth Ministry 
 

 
September 2020 
 
Dear SMKCC Families in Christ,  
 
Peace of our Lord be with you and your family always… 
 
Sunday School is opening soon!  I am very grateful for another year of Sunday school and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reopen despite the overall challenge of the coronavirus.  
 
Our theme for this catechetical year is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Handed on to You.” 
(1Corin 11:23) We have received everything so abundantly from God in our lives.  Of all things 
we’ve received, the most precious would be our children.   
 
We were called by God to this ministry as catechists and we gladly responded to Him to serve His 
children.  We will do our best in carrying out our mission of handing on the faith and being a 
witness to the Gospel as a community of faith to our children. 
 
I have several important and time-sensitive information to share with you.  
 
The registration is on-going on online from SMKCC’s Homepage (stmatthewkcc.org) at the REP 
window in two simple steps.  First,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downloadable pdf file) and 
email to smkccdirectorlydia@gmail.com  Second, use the Registration Fee link to remit your 
registration fee.  These steps will complete your registration.  
 
For the first day of school on 9/13, we plan to have an orientation & back to school combined 
Zoom meeting with all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starting at noon.  The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meet their teachers at separate breakout rooms and the par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 Q&A session with me.     
 
The first day of the lesson will begin on 9/20 and all classes will be on an alternate schedule or will 
be meeting via Zoom every other week.  All classes will be on Sundays from 12:30 to 1:30. Please 
refer to the Class Schedule posted in the homepage.   
 
Before the first day of the lesson, we will be distributing textbooks for use at home.  Textbook pick-
up day is Saturday, 9/12 from 11:00 am to 12:00 pm at the church patio and it will be a drive-
through.  Please make sure to wear a mask or a face-covering upon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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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9/1 was the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Pope Francis has encouraged the 
faithful to celebrate a Season of Creation every year beginning on 9/1 and ending on 10/4, the feast 
of St. Francis of Assisi to pray and act for our common home.  Please take the time to pray with 
your child to tal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we are in (i.e. global warming, excessive flooding, and 
all other natural disasters caused by unusual changes in climate) and what we can do to make a 
difference. 
  
May God bless you and be your guide in all that you do and keep you safe from all danger.  
 
Thank you. 
 
Lydia Park, Director  
 
 
 
Reminder for important dates and schedules for September and October: 
 
September Schedule:  

1. 9/1 (Sunday):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2. 9/12 (Saturday) 10:00 am: First Communion Family Mass Celebration 

3. 9/12 (Saturday) 11:00 ~ 12:00: Text book (Drive-Through) Pick up from church patio 

4. 9/13 (Sunday) 12:00 ~ 1:00: First Day of School – Zoom Meeting 

5. 9/20 (Sunday) 12:30 ~ 1:30: First Day of Lesson for K/1, 3, 5, 7 & HS (9~12)) 

6. 9/21 (Monday): SMKCC’s 17th Anniversary 

7. 9/27 (Sunday) 12:30 ~ 1:30: First Day of Lesson for 2, 4, 6, 8 & Confirmation* Yr.1 (Gr. 9) 

 

October Schedule: 

1. 10/4 (Sunday) 12:30 ~ 1:30: Classes for K/1, 3, 5, 7, & HS 

2. 10/11 (Sunday) 12:30 ~ 1:30: Classes for 2, 4, 6, 8 & Confirmation* Yr. 2 (Gr. 10) 

3. 10/18 (Sunday) 12:30 ~ 1:30: Classes for K/1, 3, 5, 7, & HS 

4. 10/25 (Sunday) 12:30 ~ 1:30: Classes for 2, 4, 6, 8 & Confirmation* Yr. 1 (Gr. 9) 

5. TBD: Teaching Touching Safety Training 

 

 Schedules for Confirmation Yr. 1 and Yr. 2 are subject to change depend on the teacher’s 
schedule and plan for th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