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당성가 | 337번 미사 시작 

제1독서 | 집회3,17-18.20.28-29  

화  답  송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

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

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

시네.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

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 히브12,18-19.22-24ㄱ  

|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      음 | 루카14,1.7-14  

봉헌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송 |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체성가 | 165번 주의 잔치 503번 생명의 양식 

파견성가 | 23번 온세상 다스리심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오후 12시 (영어)  

  (셋째 주일은 없음) 

토요저녁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묵주기도)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해성사 평일 미사 30분 전  

토요저녁 미사 30분 전 

 주일 미사 1시간 전  

혼배성사 결혼 6개월 전 신청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저녁 미사 중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주일학교 개학   9월 25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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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제  김학봉 바오로    

 김학재 라파엘  

총     무 박용철 요   한  

전희중 바오로  

 
❖ 이번주 봉사자                            ❖ 다음주 봉사자 

 토요일 주  일 화요일 금요일 성모신심 토요일 주  일 화요일 금요일 

해  설 이승봉 심자경 하재분 임현정 김현정 하재분 심자경 박화진 임현정 

1독서 장명희 서동욱 박용철 구강은  장명희 공호준 박용철 이지연 

2독서  양윤정     이은정   

예 물 

봉 헌 
 

황선미 

김수현 
    

김인겸 

이지연 
  

2022년 8월 28일(다해)     연중 제22주일 

❖ 오늘의 전례  



 한가위(추석) 명절 기원 미사 

• 9월 11일(주일)은 한가위 명절 기원 미사로 봉헌됩니다. 병

풍에 합동 위령 미사 지향을 올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9/4일)까지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9월 11일) 접수분

은 병풍에 적어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 문 의: 전례 분과 | 김정화 사비나 kccosd.liturgy@gmail.com 

 

 2차 헌금 

• 오늘(8/28) 샌디에고 교구 내의 선교사 활동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교구장 McElroy 추기경님 추석 미사 집전 

• 샌디에고 교구장이신 Robert W. McElroy 추기경님이 9월 

11일(주일) 오후 12시 주일 낮 미사에 우리 한인 공동체를 

방문하시어 ‘한가위 명절 미사’를 함께 하십니다.  

• McElroy 추기경님을 위한 서임축하와 영적예물 봉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명절 미사 때 추기경님께 영적예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적예물 집계표에 구체적인 횟수를 명시하시고 영적예물 

집계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영적예물 봉헌 용지와 집계함은 대성당 입구에 있습니다.  

 

 2022 - 2023 주일학교 모집 

• 개 학: 9월 25일(주일)부터 오후12시 영어미사 후 아그네스 홀  

• 접 수: 9/11메일 Link로 등록 

• 대 상: 유치부 ~ 12 학년, Link등록 

 첫영성체반:2학년부터(2년 과정) Link등록, 첫영성체 

     신청서 작성  

     (타성당 세례자는 세례증명서 필히 첨부) 

 견진반(고등):9~10학년(2년 과정) Link등록, 견진 

        신청서 작성  

• 접수비: 한 명 $50.00, 두 명 $95.00, 세명 $140.00   

  ( Make Checks Payable to KCCOSD ) 

  9월 25일(주일)까지 아그네스홀 입구에서 접수 

• 매월 셋째주 주일은 가정주일로 영어미사 및 주일학교가 없

습니다. 

• h t t p s : / / d o c s . g o o g l e . c o m / f o r m s /

d/1cQHSzRxlMU1emkkpaoS1M2WyEdI-jrQ8eiz-

tXCz6VA/edit 

• 문 의: 청소년 분과 | 김정우 로사리아       

 kccosd.youth@gmail.com 

 평협 회의 

• 일 시: 9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회합 3실 

 

 요셉 안나회 

• 일 시: 9월 4일(주일) 미사 후 1시 30분  

• 장 소: 회합 4실 

• 문 의: 이동희 유스티노 619-300-4124 · 서동욱 레오 408-857-7525 

 

 본당 일일 피정 안내 

• 일 시:  9월 24일(토) 오전 10시 ~ 10시 30분 미사 

 오전 10시 40분 ~ 오후 12시 30분 오전 강의 

 오후 12시 30분 ~ 1시 20분 점심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오후 강의  

• 장 소: 아그네스 홀  

• 강 사: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님  

• 등록비: $10.00(점심비 포함)  

• 접 수: 9월 4일(주일) 미사 후부터 회합 1실 

• 문 의: 교육 분과 | 김해란 아드리아나  

  kccosd.edu@gmail.com 

 

 2023년 주님 부활 대축일 세례·견진 교리반 모집 

• 2023년 주님 부활 대축일 세례·견진 준비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이

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신자들을 위해 기도 부

탁드립니다. 

• 교리 일정: 2022년 9월 25일(주일)~2023년 4월 9일(주일)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교리 후 오후 12시 미사가 있습니다 

• 교리 장소: 아그네스 홀 회합 2실 

• 세례·견진 예정일: 2023년 4월 8일(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중 

• 접 수: 주일 낮 미사 후 회합 1실  

• 문 의: 선교 분과 | 김은경 글로리아 

        Kccosd.mission@gmail.com 

토요 미사 6 

영어 미사 - 

낮 미사 205 

합  계 211 

 지난주 미사 참례신자 통계 

  본당 소식 교황님 기도 지향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단체 모임  

날  짜 구  역 날  짜 구  역 

8/28 3 구역 9/18 
6 구역 

(가정주일: 8구역) 

9/4 4 구역 9/25 7 구역 

9/11 5 구역 10/2 8 구역 

요일 시 간 단 체 장 소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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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10:00 am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회합 2실 김정우 로사리아   619-417-3112  

6:15 pm 사도의 모후 Cell 회합 3실 정연수 스테파노      760-519-2134  

수 

10:00 am 신비로운 장미 Pr. Vista 임현정  마리안나    858-24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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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pm 성령 기도회 회합 3실 김은경 글로리아    858-248-0545 

7:30 pm 우리의 어머니 Pr. 회합 2실 박정원 즈가리아     858-314-8551 

7:30 pm 사랑하올 어머니 Pr. 회합 4실 이강선 그레고리오    760-331-89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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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am 자비의 모후 Pr. 회합 3실 이순림 미카엘라   858-245-8391 

6:00 pm 평화의 모후 Pr. 회합 3실 이상용 알베르토    858-539-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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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10:30 am 즐거움의 샘 Cell 회합 1실 김은경 글로리아    858-248-0545 

10:30 am 하늘의 모후 Cell 회합 3실 이신애 아네스   858-603-1477 

10:30 am (매월 둘째) 파티마 세계 사도직 연합 셀 기도회 아그네스 홀 엄소윤 레지나   619-616-6842 

10:30 am 사랑 지혜의 샘 Cell 회합 2실 정숙례 아드리아나    858-472-858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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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am 티 없으신 어머니 Pr. 회합 4실 서동욱 레오    408-857-7525 

10:15 am 천주의 성모 Pr. 회합 3실 박청자 줄리아    703-489-4426 

10:30 am 사랑의 샘 Pr. 스토리지 룸 서광진 토마스 아퀴나스  858-309-2554 

1:30 pm (매월 첫째) 요셉안나회 회합 4실 이동희 유스티노    619-300-4124 

1:50 pm (매월 세째) 모든이의 어머니 꾸리아 아그네스 홀 위홍복 마르티노    714-356-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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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pm (매월 넷째) 샛 별 (소년 레지오Pr.) 회합 1실 조세한 로사리아 858-761-2460 

 전례, 주방, 청소 담당 구역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김태룡, 김현곤, 이무은, 이창섭, 조남원, 조준형         

(총 6명:  $1,000.00) 

• 성소후원금     

김태용  (총 1명:  $20.00)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토요 미사:  $40.00      낮 미사:  $1,163.00 

낮 미사 미사예물:  $130.00 

• 추석 미사예물:   $60.00 

  공동체 및 단체 소식 Universal  We pray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the midst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may they find ways to continue operating, and serving their communities.  



  

 

 

이동희 유스티노 #01421988 

이남주 율리아나 #01438381 

(619) 300-4124 

jnkinc2000@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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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성모 병원 
스킨 케어  

  

858.277.1005 

맑고, 깨끗한 피부 
  
  

우리성모병원 안에 있습니다. 

   
858.277.7111 

처음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American Real Estate Group 

원 덕재(요셉) 

(619) 300-8344  

DRE# 1803609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융자를 

함께 책임지는 

원스탑 서비스 

스티브 리 

858-800-CALL 

 

앤디 박 

아메리카 부동산 

(858) 922-9772 

부동산 브로커 

주택, 비지니스 전문 

AndyPark2020@gmail.com 

www.presidiohillsgolfsandiego.com 
PAR 3 , 18 Hole 

프레시디오 힐스 골프 코스 

문의: 

이동희 유스티노  

619-300-4124 

이 세실리아 
714-932-8091 

www.sunnysidecremation.com 
6322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15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 14,14) 

말씀, 칭찬, 격려 한마디 

“나눔을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tel:858-565-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