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tna Tax & BK 

Service 

(858) 527-5625 

최국재(헤레나) EA공인세무사 

aetnatax.helen@gmail.com 

새로운 고객님은 작년 비용 30%할인 매치해 드립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방 

짱! 
 

이동희 / 이남주 

(619) 300-4124 

Jnkinc2000@yahoo.com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슨 정 부동산 

 

 

 
 

(858) 603-2333 

 

Jason4989@hotmail.com 

샌디에고 한인 유일 

퍼시픽  홈랜드 에스크로 
여러분의 부동산 매매 믿고 맡겨주세요. 

30년 경력의 에스크로 오피서가 

편안하게 모십니다. 
 

한국어 오피서: 성지은 세라피나 

Jieun.song@phescrow.com 
T)858-565-4009, C) 858-380-4244 

 
 

 

858.277.1005 

맑고, 깨끗한 피부 
 

 

우리성모병원 안에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 덕재(요셉) 

(619) 300-8344 
 

DRE# 1803609 

콘보이 오토바디 

(858) 922-1955 

신영호 토마스 

 
유드림 치과  

<치과 종합 병원> 
임플란트, 틀니, 사랑니, 발치, 교정, 크라운 

치아에 관한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매니저 박성희 엘리자벳 

 (949) 514-5605 

  
858.277.7111 

처음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Five & Two Limo, Inc. 

(CA License: TCP#20795-B) 

LAX & San Diego 공항픽업 

콜택시,맞춤관광,골프투어 

(858) 472-7927 

김호익 안드레아 

Limo52@hotmail.com 

BEST 홈 리모델링 

 

마루, 타일, 케비넷, 페인트 등, 

하우스 모든 공사 

858-997-4767 

 

곽효진 (대건 안드레아) 

장숙미 (마리아) 

 
은퇴연금, 대학 학자금 

 

 

Tax Saving Plan 
IRA & 401K, Annuities 

Life Insurance 

 
 

아델라 박  Lic# 0I92126 
 

619-869-6830 
adelapark@financialguide.com 

앤디 박 

아메리카 부동산 

 

(858)922-9772 

 

부동산 브로커 
 

주택, 비지니스 전문 

 

AndyPark2020@gmail.com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융자를 

함께 책임지는 원스탑 

풀 서비스 

스티브 리 

858-334-3905 

 

909-270-7414 / 714-932-8091 
 

www.sunnysidecremation.com 

 

6322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15 

TAX & ACCOUNT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김명선(율리아), CPA, MSA 

Phone: 760-407-7905 

Fax: 760-444-2688 

MKCPACOM@gmail.com 

 

 

 천주교 샌디에고 한인 성당 
    Roman Catholic Korean Community of San Diego 
 
  www.kccosd.org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23     (858) 292-1960    FAX : (858) 210-6462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영어)  

      (셋째 주일은 없음) 

 오후 12시 30분  

토요저녁: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해성사: 평일 미사 30분 전 

 주일 미사 1시간 전 

혼배성사: 결혼 6개월전 신청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저녁 미사 중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 오후 12시  

 

❖ 사무실 안내 

월, 토:  휴무 

화, 수, 목, 금:   9:30 AM ~ 3:30 PM 

주  일:  11:00 AM ~ 2:30 PM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사 제: 홍학준 제르바시오 858.292.1960 

평협회장: 이  준 알베르토 858.776.6810 

총    무: 박용철 요  한 858.688.1417 

총구역장: 이명호 모  세   619.843.1067 

2019년 2월 24일(다해) 연중 제 7주일 

❖ 오늘의 전례 

입당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  답  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루카 6,27-38 

봉헌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송 |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성체성가 |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금주 봉사자   ❖ 다음주 봉사자    
 토요일 주 일 화요일 재의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일 화요일 금요일 

해 설 김선영 김현정 이승봉 하재분 김현정 하재분 심자경 이승봉 하재분 

1독서 이명숙 고광일 박용철 이명식 이상란 이명숙 이봉주 박화진 노경아 

2독서  김유미  전효순   방은주   

예 물 

봉 헌 
 

고가현 

고가윤 
 

권양명 

주순영 
  

한청일 

한춘진 
  

 

tel:858-565-4009
tel:858-248-1251


본당 소식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 및 단체 소식 
Universal: That Christian communities, especially those who are persecuted, 

 feel that they are close to Christ and have their rights respected.  
 

♦ 단체 모임  

요 일 시 간 단 체 장 소 연 락 처 

월 9:30 am 원죄 없는 성모님의 마을 Cell Carlsbad 혜도 Alcaparras제니비 703-973-0111 

화 
10:00 am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회합 2 실 한소연 젬마   619-876-0403 

10:30 am 자비의 모후 Pr. 회합 3 실 이남주 율리아나    619-300-7954 

수 

9:30 am 신비로운 장미 Pr. Escondido 양안나 안나     714-403-3706 

10:00 am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회합 3 실 강현순 루시아     858-761-6248 

7:30 pm 성령 기도회 회합 3 실 김은경 글로리아    858-248-0545 

7:30 pm 우리의 어머니 Pr. 회합 2 실 위홍복 마르티노    714-356-5261 

7:30 pm 사도의 모후 Cell 도서실 이무은 미카엘     858-449 5894  

목 

10:00 am 바다의 별 Pr. 회합 2실 이명숙 로사     949-421-7120 

6:30 pm 평화의 모후 Pr. 회합 3 실 박말환 마르셀로     858-382-4987 

8:00 pm 청년회 아그네스 홀 이요섭 요셉   858-740-0400 

 금 

10:30 am 즐거움의 샘 Cell 회합 3 실 서효미 아녜스   858-349-1132 

10:30 am 평화의 샘 Cell 도서실 김은경 글로리아   858-248-0545 

10:30 am 지혜의 샘 Cell 회합 4실 장수연 클레어    619-203-5045 

10:30 am 자비의 샘 Cell 회합 1실 심자경 데레사   858-776-9228 

10:30 am 하늘의 모후 Cell 스토리지 노경아 젬마   858-740-7197 

10:30 am (매월 둘째) 파티마 세계 사도직 연합 셀 기도회 아그네스 홀 신진애 클라라   858-922-7486 

10:30 am 사랑의 샘 Cell 회합 2 실 오미정 안젤라   858-248-1626 

7:00 pm (매월 둘째) M.E. (Marriage Encounter)  
이명식 펠릭스    760-525-4448 

전효순 루시아    858-761-5949 

토 10:00 am (매월 마지막) 히야친타 Cell (어린이) Carlsbad 윤지영 크리스티나   213-820-8120 

일 

7:00 am 축구회 UCSD Thornton Hospital 주차장 이창환 요셉    858-775-2167 

10:30 am 성 프란치스코 성가대 음악실 백민선 끌로틸다    760-453-8626 

10:45 am 사랑하올 어머니 Pr. 골롬바 대성당 이층 이명호 모세     619-843-1067 

10:45 am 티 없으신 어머니 Pr. 회합 4 실 김광일 발렌티노    201-744-6618 

10:45 am 천주의 성모 Pr. 회합 3 실 박청자 줄리아    703-489-4426 

10:45 am 사랑의 샘 Pr. 스토리지 서광진 토마스 아퀴나스  858-309-2554 

2:00 pm (매월 첫째) 요셉안나회 회합 4실 이동희 유스티노    619-300-4124 

2:00 pm (매월 넷째) 천사의 모후 Cell (어린이) 회합 2 실 홍래은 스텔라   760-586-8814 

2:10 pm 구원의 샘 Cell 골롬바 대성당 김정민 글라라   619-254-0099 

2:30 pm 샛 별 (소년 레지오 Pr.) 회합 1 실 박관용 베드로   619-840-0584 

2:30 pm (매월 둘째) 재속 프란치스코회 아그네스 홀 송향수 레지나    858-335-0876 

2:30 m (매월 세째) 모든이의 어머니 꾸리아 아그네스 홀 최경진 요한    619-778-0326 

 
 
 
 
 

♦ 사순시기 전례일정 

성혈 선교회 소속 정광호 도밍고 신부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성지수거 

3월 6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미사 중 재의 예식에 

쓰는 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받으셨던 성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가지고 

계시는 성지를 3월 3일(주일)까지 성당 입구에 준비된 

바구니에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병자 영성체 

매월 첫 금요일에 신부님께서 병자 영성체를 주십니다. 

3월 1일(금)에 병자 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2월 27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단체 회의 

• 일 시: 오늘(2/24) 오후 2시  

• 장 소: 회합 3실 

• 각 단체장들께서는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단체분과 | 김은경 글로리아  

 kccosd.groups@gmail.com 

 

♦ 평협회의  

• 일 시: 3월 3일(주일) 오후 2시 15분 

• 장 소: 회합 3실  

 

♦ 요셉 안나회  

• 일 시:  3월 3일(주일) 오후 2시 15분 

• 장 소:  회합 4실  

• 문 의:  이동희 유스티노 | 619.300.4124  

 

♦ 영어미사 / 주일학교  

• 3월 LIS Reunion meeting(for LENT) 

• 4월 중등부 Lock In 피정 

• 4월 고등부 피정 

• 5월 18일(토) 첫영성체반 첫 고백 

• 5월 19일(주일) 첫영성체 

• 5월 15일(수) 고등부 견진 리허설 

• 5월 16일(목) 고등부 견진 

• 6월 9일(주일) 주일학교 방학 

• 6월 13일(목)~15일(토) 초등부 VBS 

• 6월 21일(금)~23일(주일) 중고등부 Summer Camp 

• 7월 26일(금)~28일(주일) Steubenville  

• 문 의: 청소년 분과ㅣ김연희 소피아 

 kccosd.youth@gmail.com  

 

♦ 평협회의  

• 일 시: 오늘(3/3) 오후 2시 15분 

♦ 피아노 반주자 모집 

평일에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봉헌되는 미사에 피아노 반주자를 모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문 의: 전례분과 | 김정화 사비나 

 kccosd.liturgy@gmail.com 

 

• ♦ Steubenville San Diego (Catholic Youth Conference) 

• 일 시: 7월26일(금) ~ 28일(주일) 2박 3일 

• 대 상: 현재 9학년 ~ 12학년 

• 장 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Total $160.00 (숙식과 티셔츠 포함, 본당보조 $60.00)   

- 1차 등록비 - $60 (2/24 ~ 3/10등록시 – Non Refundable)  

 check payable to KCCOSD 

- 2차 등록비 - $100 (4월 말 - 차후 공지) 

• 접 수: 2월 24일(오늘) ~ 3월10일(주일) 마감 

 아그네스 홀 회합 1실에서 받습니다.  

• 올해 부터는 본부 시스템이 변경이되어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으며 접수시 1차 등록비($60.00 – Check only)를 내 주시면 

됩니다.  

• 접수 마감 후 등록 사이트와 함께 그룹 코드를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받으신 분들께서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오지예 엘리사벳 | jiyeamy.oh@gmail.com 

 청소년 분과ㅣ김연희 소피아 

 kccosd.youth@gmail.com 

 

♦ 추천도서 서평 모집 

도서실에서 대여하여 읽은 신심도서 중 추천하고 싶은 

책에 대한 간단한 서평(200자 정도)을 써서 도서실에 

전달해 주시면, 매월 첫째 주 '도서 봉사자 

추천도서'를 통해 소개됩니다. 

좋은 책을 신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미사 참례신자 통계 

토요 미사 15 

영어 미사 170 

낮 미사 254 

합  계 439 

 

♦ 소공동체(반) 모임 안내 

구 역 반 날짜/시간 장소/연락처 

11 1 
3/1(금) 

오후 6시 

이기민 프란치스코 

하재분 요안나 

 

♦ 전례, 주방, 청소 담당 구역  

날 짜 구 역 날 짜 구 역 

2/24 3구역 3/17 6구역 

3/3 4구역 3/24 7구역 

3/10 5구역 3/31 8,9구역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강오철, 김경환, 김상균, 김상준, 김석진, 김인경, 방은주, 

박애자, 서동욱, 서정원, 신인자, 이강선, 이기민, 이윤성, 

이은영, 이   준, 인재남, 조건문, 조광호, 황지희       

(총 20명:  $3,570.00) 

• 성소후원금 봉헌 

박애자, 이윤성, 이  준  (총 3명:  $200.00) 

• 감사헌금:  백민선  $100.00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토요 저녁:  $130.00 낮 미사:  $1,448.00 

영어 미사:  $390.00 낮 미사 예물:  $250.00  

주일학교 등록비:  $19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