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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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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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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갈라5,16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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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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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영어) 

(셋째 주일은 없음) 

  오후 12시  

토요저녁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해성사 토요저녁 미사 30분 전

 주일 미사 1시간 전 

혼배성사 결혼 6개월 전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 사무실 안내  

주   일 10:30 AM ~ 12:00 PM 

  1:00 PM~2:00 PM 

화 ~ 금 9:30 AM ~ 3:30 PM 

월,  토 휴 무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 

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 이번주 봉사자    ❖ 다음주 봉사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일 화요일 성모신심  주  일 화요일 금요일 

해  설 하재분 김정화 이승봉 심자경 하재분 심자경 심자경  하재분 심자경 

1독서 위홍복  함란주 위홍복 이상철 박용철  이강선 송문현 함란주 

사   제   김학봉 바오로 

평협회장  이  준 알베르토 

총     무  

총구역장 이영미 루시아 

2021년 5월 23일(나해)  성령 강림 대축일  

❖ 오늘의 전례  



  본당 소식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실내미사 안내 

• 샌디에고 주교님의 지침에 따라 오순절(오늘(5/23))부터 

3 ft 사회적 거리 두기 와 마스크 착용 후 모든 교리 교육, 

기도 및 단체 모임이 가능합니다.  

• 실내미사 재개로 인해 미사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해 성사 시간: 주일 미사 1시간 전, 주일제1저녁(토), 

 평일(화,금)미사 30분 전 -  회합3실 
• 미사 중 거리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전례 일정 

5월 25일(화)  성모의 밤 (오후 7시 30분) 

5월 30일(주일)  삼위일체 대축일 

6월 12일(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성모신심 및 병자들을 위한(세계 병자의 날) 

 미사가 봉헌됩니다.  

 

 성모의 밤 

• 성모의 밤 예식과 미사가 5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아그네스 홀에서 봉헌됩니다.  

• 준비물: 묵주, 봉헌하실 초와 꽃(아그네스 홀 앞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회의  

• 일 정: 5월 23일(주일) 오후 3시 30분, 줌미팅 

(당분간 구역장/반장 회의는 구역장 회의로 진행됩니다.) 

• 문 의:  구역 분과 | 이영미 루시아 kccosd.comm@gmail.com  

 

 주일 학교 일정  

• 초등반:  주일 오전 10시, Join Zoom Meeting 

1/10, 1/24, 2/7, 2/21, 3/7, 3/21, SPRING BREAK 

4/11, 4/25, 5/9, 5/23, 6/2, 6/20, SUMMER BREAK 

• 중·고등반:  주일 오전 11시, Join Zoom Meeting 

1/24, 2/28, 3/28, SPRING BREAK 

4/25, 5/23, 6/20, SUMMER BREAK 

• 문 의:  청소년 분과 | 이명숙 로사 kccosd.youth@gmail.com  

 2021년도 예비자 교리반 모집 

샌디에고 한인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 교리 기간:  6월 6일 ~ 12월 24일 

• 교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전 11시 30분이며 

 교리 후에는 주일 미사가 있습니다. 

• 교리 장소:  아그네스 홀 

• 세례 예정일: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 중 

(코로나 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사정상 인터넷 교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선교 분과 | 김성희 스콜라스티카 

 (619) 840-2177  kccosd.mission@gmail.com  

 

 도서실 운영 재개  

• 오늘(5/23)부터 성당 도서관 열었습니다. 당분간 운영시간

은 미사 전후 30분이며, 장소는 도서관 앞 테이블로 오시면 

책 대여와 팬데믹 전에 대여된 책 리턴 받으니 주위분들께 

적극적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로 관련 서적들을 선

정해 성당 교육분과 웹사이트에 올렸고 그 서적들 중심으로 

대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도서 봉사자가 많이 아쉬운 사정이라 각별히 부탁드리니 도

서관 운영에 도움 주실 분들 연락 기다립니다. 

• 문 의:  (858) 922-7486 

 

 성소 분과 공지 

• 신자 여러분께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는 성소 후원금은 사제, 

수도자 양성을 위한 학자금 및 후원금 (샌디에고 교구, 청주 

교구,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으로 쓰이며, 본당 복사단 성소 

후원 및 성소 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성소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도자, 성직자 

성소에 뜻이 있는 미혼 남녀,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을 두신 

가정에서는 성소 교육분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성소 분과 | 서동욱 레오  

 kccosd.voc@gmail.com 

주일미사  

(일요일) 
골롬바 대성당  오후 12시 (낮미사) 

주일제1저녁미사 

(토요일) 
아그네스 홀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아그네스 홀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아그네스 홀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공동체 및 단체 소식 Universal  Let us pray that those in charge of finance will work with governments 
to regulate the financial sphere and protect citizens from its dangers.  

 교무금 계좌  

• 교무금(Monthly Contribution)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시 메모에 성함과 세례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Bank:  Hanmi   

Routing No: 122 039 399 | Account No: 500 562 994  

• 교무금성소감사 우편 접수:  Check Payable to KCCOSD   

요 일 시 간 단 체 장 소 연 락 처 

월 9:30 am 원죄 없는 성모님의 마을 Cell Carlsbad 박청자 쥴리아 703-489-44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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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pm 성령 기도회 회합 3실 김은경 글로리아    858-248-0545 

10:30 am 자비의 모후 Pr. 회합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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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 강현순 루시아     858-76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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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pm 사도의 모후 Cell 회합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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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 박말환 마르셀로     858-382-4987 

8:00 pm (매월 둘째, 넷째) 청년회 아그네스 홀 강준호 스테파노   301-646-6788 

 금 

10:30 am 즐거움의 샘 Cell 스토리지 서효미 아녜스   858-349-1132 

10:30 am 평화의 샘 Cell 도서실 신미현 로사   619-395-1111 

10:30 am 지혜의 샘 Cell 회합 4실 김덕희 로사    858-405-8344 

10:30 am 자비의 샘 Cell 회합 1실 정서영 엘리사벳 858-210-2237   

10:30 am 하늘의 모후 Cell 회합 3실 이   준 미카엘라   480-650-8034 

10:30 am (매월 둘째) 파티마 세계 사도직 연합 셀 기도회 아그네스 홀 엄소윤 레지나   619-908-2760 

10:30 am 사랑의 샘 Cell 회합 2실 정수안 수산나    858-77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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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am 성 프란치스코 성가대 음악실 최귀복 벨라도   832-814-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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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 am 티 없으신 어머니 Pr. 회합 4실 서동욱 레오    408-857-7525 

10:45 am 천주의 성모 Pr. 회합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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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실 홍래은 스텔라   760-586-8814 

2:10 pm 구원의 샘 Cell 골롬바 대성당 성경아 아네스   858-380-9220 

2:30 pm 샛 별 (소년 레지오Pr.) 회합 1실 강예지 에스더 858-52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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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pm (매월 세째) 모든이의 어머니 꾸리아 아그네스 홀 최경진 요한    619-778-0326 

 단체 모임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공호준, 곽호철, 박익수, 성제원, 송문현, 송혜숙, 

유재선, 장수연, 조남원, 홍은상       

(총 10명:  $2,120.00) 

• 성소 후원금 

송문현, 이    준         (총 2명:  $250.00)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낮 미사:   $380.00    토요 미사:   $79 .00          

낮 미사 미사예물:   $320.00   

 지난주 미사 참례신자 통계 

토요 미사 27 

영어 미사 - 

낮 미사 96 

합  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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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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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www.presidiohillsgolfsandiego.com 
PAR 3 , 18 Hole 

프레시디오 힐스 골프 코스 

문의: 

이동희 유스티노  

619-300-4124 

tel:858-565-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