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유스티노 #01421988 

이남주 율리아나 #014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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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드림 치과 
<치과 종합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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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스 모든 공사 

858-997-4767 
  

곽효진 (대건 안드레아) 

장숙미 (마리아)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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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스티브 리 

858-800-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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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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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 오후 12시   

 

❖ 사무실 안내  

주   일 11:00 AM ~ 12:30 PM 

  1:30 PM~2:30 PM 

화 ~금 9:00 AM ~ 3:00 PM 

월,  토 휴무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

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사  제  김학봉 바오로  

 이 준 알베르토  

 박용철 요  한 

이명호 모 세    

❖ 온라인 미사 

5월 31일(주일) 오전 6시 부터  다민족 공동체 합동 미사  

5월 3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성령 강림 대축일  

6월 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0년 5월 31일(가해) 성령 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  

❖ 오늘의 전례  

입 당 송  |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대영광송>  

제1독서 | 사도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

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

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

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12,3ㄷ-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부  속  가 |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영성체송 |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tel:858-565-4009


성령강림 대축일 강론 

 

 

찬미 예수님! 

오늘 교회는 성령강림 대축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 사업이 이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오십일(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성

모 마리아와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

수님께서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이층 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

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올바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Pentecost, 주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은 

분명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는 풍성한 은혜, 선물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교

회가 성령강림으로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전파의 기치를 올리

게 되었으니 성령강림이야말로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

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교회가 이미 존재했고, 예수 그리스

도의 활동으로 교회가 이미 잉태되었지만,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띠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성령강림을 통

해서입니다. 

 

더욱이 성령강림은 2천 년 전 사도들에게만 내리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

체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내려 우리 공동체가 복

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협력하고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사고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1)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합니다. 

2) 하느님께 마음을 열게 합니다. 

3)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자기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로 향하

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

에게 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연습으로 숨을 세 번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숨 :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오소서, 성령

님!” (하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새롭게 맞아들이고, 나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날숨 :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새로 나게 하소

서!”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무질서

한 마음가짐들, 악행의 습관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1> 성령의 첫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

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직

무와 권한을 맡기십니다. 

<2>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주님의 현존

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님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받지 못한 분들은 

미사 시간이 지루합니다. 송충이처럼 꿈틀거립니다.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씨, 강론은 더럽게 길게 하네.” “아, 왕짜증.” 그러

나 미사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미사에 참

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쁨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얼른 미사에 

참례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미사가 기뻐야 돼요. 그러려면 강론이 짧아

야 된다네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끔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잘 나서 받은 양 자랑하려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무슨 치유의 은사 받았다.” “나는 이

상한 언어의 은사(방언)를 받았다.” 자랑하는데 그것은 참 어리

석은 짓입니다.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을 찬미해야죠, 그죠? 

 

제 2독서 1코린토 12장에서 사도 바오로가 카리스마(은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

사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독선과 아집에 묶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만 성

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남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

다. 은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공동체와 남을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을 잊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 

3) 우리 모두 같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 성령의 선물과 + 자기의 무한한 노력의 결과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기껍고, 매혹적이며, 아름답고, 자연스

러우며, 즉각적이고, 즐거우며, 기쁘고, 맛깔스러운 열매와도 같

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나무에서 생겨납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장 작은 일들까지도 빛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 청해야 합니다. 『주 성령님! 오늘 제가 청하

는 성령의 열매를 받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

오. 인내심 있고, 친절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하고 온유하며 절

제 있게 행동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

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께 영광이 되

고 자신과 이웃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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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소식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말씀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하는 부제들이 
온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표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Universa l  : We pray that deacons, faithful in their service to the Word and 

the poor, may be an invigorating symbol for the entire Church.  

♦ Pentecost Mass of All Cultures  
     다민족 공동체  합동 미사 (온라인) 

• 일 시: 5월 31일(주일) 오전 6시 이후 

• McElroy주교님 집전 다민족 공동체 합동 미사를 아

래의 샌디에고 교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dcatholic.org/find-a-parish/daily-

masses/pentecost-mass-of-all-cultures/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성제원, 신정자, 이동희, 임상식, 최우영, 홍은상  

 (총 6명:  $1,970.00) 

• 성소후원금 

  홍은상    (총1명:  $50.00) 

• 매일미사책 판매:  $36.00  

https://www.sdcatholic.org/find-a-parish/daily-masses/pentecost-mass-of-all-cultures/
https://www.sdcatholic.org/find-a-parish/daily-masses/pentecost-mass-of-all-cul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