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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안내

2020년 6월 7일(가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영어)

❖ 오늘의 전례

(셋째 주일은 없음)

제이슨 정 부동산

오후 12시 30분

샌디에고 한인 유일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퍼시픽 홈랜드 에스크로
여러분의 부동산 매매 믿고 맡겨주세요.
30년 경력의 에스크로 오피서가
편안하게 모십니다.

(858) 603-2333

한국어 오피서: 성지은 세라피나

Jason498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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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277.1005
맑고, 깨끗한 피부
우리성모병원 안에 있습니다.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토요저녁 오후 7시 30분

입 당 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탈출34,4ㄱㄷ-6.8-9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화 답 송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전 10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성사 및 교리 안내

원 덕재(요셉)

(619) 300-8344
DRE# 18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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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고해성사 평일 미사 30분 전

유드림 치과
<치과 종합 병원>

매니저 박성희 엘리자벳

(949) 514-5605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주일 미사 1시간 전

858.277.7111
처음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혼배성사 결혼 6개월전 신청
유아세례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제2독서 | 2코린13,11-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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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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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박

아메리카 부동산
(858)922-9772
부동산 브로커
주택, 비지니스 전문
AndyPark2020@gmail.com

화 ~금 9:00 AM ~ 3:00 PM

김명선(율리아), CPA, MSA

스티브 리

858-800-CALL

909-270-7414 / 714-932-8091
www.sunnysidecremation.com
6322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15

Phone: 760-407-7905
Fax: 760-444-2688
MKCPACOM@gmail.com

복

음 | 요한3,16-18

월, 토 휴무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

TAX & ACCOUNT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영광받으소서. ◎

1:30 PM~2:30 PM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융자를
함께 책임지는
원스탑 서비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주 일 11:00 AM ~ 12:30 PM

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알렐루야.

❖ 사무실 안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성체송 |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
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사 제 김학봉 바오로

이 준 알베르토
박용철 요 한
이명호 모 세

❖ 온라인 미사
6월 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공동체 소식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삼위일체 대축일

찬미 예수님!

Universal :

고통 받는 이들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성심께
자신을 내어 맡겨 생명의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영성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

하느님은 사랑으로 일치해 있는 삼위일체 공동체 하느님이십니다.

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진리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정하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기쁨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

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We pray that all those who suffer may find their way in life,
allowing themselves to be touched by the Heart of Jesus.

♦ 코비드19 미사 재개에 관한 주교님 지침
6월 14일(주일)부터 샌디에고 교구장 주교님의 지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코로나 감
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과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성덕이란, 환한 웃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가 일체(一體)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

소독, 방역 등의 안전을 위하여 첫 주일(6/14)은 평협위원,

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자께서 성부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

구역장, 단체장이 우선 참석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고 두 위격(位格)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살아야 합니다.

습니다.

신자는 6월 16일(화)부터 미사 참례 가능합니다.

가득하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느님을 닮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하여 미사 참례 인원은 골롬바 대
성당 75명, 아그네스 홀 50명이며 초과 인원은 즉시 귀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고 따라서 인

보아 주고, 사랑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참으로 고귀하다는 깨달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

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더 넓은 세계에 열

이른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류

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느

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의 유일한 구세주인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225

•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당에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오늘 제 1독서 탈출기 34장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종차별을

발열 체크기로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로 소독을 한 후
미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가
족 포함)합니다. 명단 작성 후 성당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당신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구름에 싸여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금, 교무금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미사 중 봉헌 없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을

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

하십니다. 당신은 바로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

닮은 모상(模像, simillitudo)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느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

이며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하여 내어주셨다고 오늘 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에 죄악의 구렁텅이를 탈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고자(파스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 조건, 교육, 가정, 취업의 기회, 생활 수준의 차이, 성공 등.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러나 단 두 가지 면에서는 평등합니다.

항)라고 합니다. 모두 고귀한 존재입니다.

님은 당신 안에 서로 구별되고 고유한 세 위격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는(십자가에 넘겨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성부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

오늘 제 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

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2)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하느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앞에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이가 없이 홀로 그분 앞에 서

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저마다 살아온 삶을 하느님께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3,16-17)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신자들은 칠죄종(七罪宗)에 하나를 더 보탰는

된다는 것입니다.)

데, 그것이 바로 “슬픔”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악마의 짓으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마스크는 미사를 마칠 때
•

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

참으로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바로 사랑)을 그리고 사

니다.

리 믿는 이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 계시는

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대받고 있습

(1)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기쁨은 기도

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을 닮도록, 하느님과 이웃과 사랑의

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려고 하죠? 사랑하니까 다 주는 겁니다.

이며 힘입니다.”(성녀 마더 데레사)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갑시다. 그분 앞에서 사랑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도록, 자신을 하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더 깊은 신심으로 하느님

느님께 마음을 다해 봉헌하도록, 하느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 속

께 나아가야 합니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심이란, 하느님께 봉사하는데 흔쾌히 자기

랑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하죠? 껌딱지처럼.

자신을 바치는 기꺼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과 없

(3) 사랑은 서로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니

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없어도 시

까 프로포즈하는 거죠? 나랑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많아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4) 사랑의 특성은 사랑으로 일치해 있는 공동체가 지니는 행복을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어려움이 많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 공동체에 초대하여 행

다고 한다. 그러니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_ 천주교 샌디에고 한인 성당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예비자 교리, 본당 제 단체의 모
임은 계속 중단됩니다.

•

고해성사는 당분간 꼭 필요하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주일 낮 미사 전 오후 12시 ~ 12시 25분
− 장 소: 회합 3실
미사 시간
 주일 미사: 6월 2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부터, 대성당

(※기존의 주일 오후 12시 영어미사와 주
일 학교는 당분간 없습니다.)
 평일 미사: 6월 16일(화) 부터, 아그네스 홀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 바로 사랑을, 사랑으로 생명을

(2) 사랑은 또한 함께 있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

미사 중 영성체시 사제가 성체를 건네면 마음 속으로만
‘아멘’하며 옆으로 옮겨가서 마스크를 벗고 성체를 영한 후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귀가하면 됩니다.

•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

에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까지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1)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 한 생명으로 창조되

의 완전한 선물인 그리스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토요 저녁미사: 6월 20일(토) 오후 7시 30분 부터

아그네스 홀 (※당분간 소성당에서 장소 변경됨)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 박말환, 박용철, 손성수, 원덕재, 채현식, 황용선
(총 6명: $1,530.00)
• 성소후원금
박용철, 채현식 (총 2명: $120.00)
•

감사헌금: 이미도

•

매일미사책 판매: $28.00

(총 1명: $50.00)

•

미사참례 유의사항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 감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해 미사에 참
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
되며 집에서 대송으로 주일의무를 대신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신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만
9세 이하, 65세 이상)와 환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최근 2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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