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함종식 마티아    925-579-4260
총구역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연중 제22주일                                                               2019년 9월 1일(제392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입당_283(1-2) 봉헌 _217, 283(3) 성체 _166, 184 파견 _286 / 해설_권현정(안젤라) 제1독서_박찬호(바실리오) 제2독서_진영순(카타리나)

입 당 송 |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 1독서  |   집회 3,17-18.20.28-29   Sirach 3:17-18,20,28-29
화 답 송 |   시편 68(67),4와 5ㄱㄷ.6-7ㄱㄴ.10-11(◎ 11ㄴㄷ 참조)
               Psalms 68:4-5, 6-7, 10-11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
   나이다.
◎ God, in your goodness, you have made a home for the poor.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
   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The just rejoice and exult before God; they are glad and     
   rejoice. Sing to God, chant praise to his name; whose name  
   is the LORD.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
   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
   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The father of orphans and the defender of widows is God in  
   his holy dwelling. God gives a home to the forsaken; he     

   leads forth prisoners to prosperity.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 A bountiful rain you showered down, O God, upon your     
   inheritance; you restored the land when it languished; your   
   flock settled in it; in your goodness, O God, you provided it  
   for the needy. ◎
제 2독 서  |   히브 12,18-19.22-24ㄱ    Hebrews 12:18-19, 22-24
복음환호송 |    마태 11,29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Take my yoke upon you, says the Lord, and learn from me,  
   for I am meek and humble of heart. ◎
복    음 |   루카 14,1.7-14    Luke 14:1, 7-14
영성체송 |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 
옵니까!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겸손은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

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

니다. 예수님은 먼저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

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

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말라

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세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를 비난한 이유

는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구

원의 잔치에 자신들만이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이기적

이고 우월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에 초대한 주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

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

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보답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느님 나라

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뒤처

지고 손해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래하

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을 주었으면 

그만큼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려

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거래법은 전

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

으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 구원

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 아드님까지 내어주셨

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느님 나라에

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합

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

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이야

말로 하느님 나라로 가는 확실한 길이며 그곳을 들어

가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 맞게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

느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

질 것이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Summer Break(6/2 - 9/8), 9/15(Y) 9/22(Y)  
 English Mass: 9/1(Y) 9/8(N) 9/15(Y) 9/22(Y)   

25. 어떤 종교 예식들은 보다 더 매력적이고 풍성한 영

감을 주기도 한다.

예식은 언어·상징·동작을 포함한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

악,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들, 조심스러운 움직임, 품

위 있는 동작들은 모두 어우러져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

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조심성 없고 조

화롭지 못한, 볼품없는 예식은 그분께 청하는 기도를 하

찮게 끝나 버리게 한다.

효과적인 전례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아름다움과 단순함, 진지함과 거룩함이 함께 모여 

강력한 공동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아름답게 진행되는 

예식은 신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며, 함께 축하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

총을 체험하기도 한다.

YOUCAT 발췌

 

What are the sources of the morality of human acts?

The morality of human acts depends on three sources: 

the object chosen, either a true or apparent good: the 

intention of the subject who acts, that is, the purpose 

for which the subject performs the ac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act, which include its consequences.

When is an act morally good?

An act is morally good when it assumes simultaneously 

the goodness of the object, of the end, and of 

circumstances. A chosen object can by itself vitiate an act 

in its entirety, even if the intention is good. It is not licit 

to do evil so that good may result from it. An evil end 

corrupts the action, even if the object is good in itself. On 

the other hand, a good end does not make an act good 

if the object of that act is evil, since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Circumstances can increase or diminish 

the responsibility of the one who is acting but they 

cannot change the moral quality of the acts themselves. 

They never make good an act which is in itself evil.



     공지사항   
본당 사무실 시간: www.tvkcc.org/officeinfo

온라인 봉사 신청: www.tvkcc.org/node/1342
영어 미사 전례 신청: Susan Chough(susanchough@yahoo.com)   

재무 평의회 2019 Financial Report
   - 2019년도상반기  재정 결산 / 현황 보고  
   - 일시: 9월 1일(오늘), 교중 미사 중 
   -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 8월달 기도 집계

9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9월 1일(주일),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장소: PMS 교정

‘사랑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9월 7일(토), 오전 8시
   - 장소: 본당 센터

성시간 안내
   - 일시: 9월 7일(토),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본당 센터

성모회 판매 안내
   - 지난주일 판매에 도움주신 모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판매는 9월 15일(주일) 예정입니다.

성전 마련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설명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 마감: 9월 8일(주일), 오후 12시까지

9월 8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 영어미사는 없이 합동미사로 봉헌됩니다.
   - ‘조상님을 위한 연도‘ 봉헌 신청을 전례부에서 받습니다. 

주일학교 개학과 등록 안내
   - 일시: 9월 15일(주일), 오전 9시
   - 장소: PMS 교실
   - 주일학교 등록을 미사 후 PMS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총합계
마태오 구역 4,130단 3,450단 2,980단 10,560단

루카 구역 7,745단 6,300단 3,495단 17,540단
요한 구역 545단 560단 155단 1,260단

총 계 12,420단 10,310단 6,630단 29,360단
마태오 6 9/7(토) 4:00 PM 기원태/문지영 댁 925 337 9077
마태오 7 9/20(금) 6:00 PM 김홍기/김길자 댁 209 489 6527
마태오 2 9/20(금) 8:00 PM 본당 센터 925 487 4478
마태오 3 9/21(토) 7:00 PM 박찬호/이경원 댁 412 608 8112
마태오 4 9/21(토) 7:00 PM 김순회/이영림 댁 510 393 6311
루카   3 9/14(토) 4:00 PM 하성곤/채은진 댁 720 971 7256
루카   6 9/14(토) 7:30 PM 이태원/윤회선 댁 510 512 0492
루카   1 9/20(금) 11:00AM 김대수/김선영 댁 925 694 2441
루카   2 9/22(일) 6:00 PM 김지수/김선희 댁 925 918 2097
루카   4 9/28(토) 6:00 PM 강희석/이명일 댁 925 551 1233
Yohan1,2 9/22(일)12:30 PM Church Center 510 409 4603

“아버지 여정” 프로그램
   - 일시: 9월 22일 및 2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대상자: 모든 아버지(비신자도 가능)
   - 강사: 장석춘 아오스딩(서울대교구 아버지여정 교구대표)
   - 등록비: $20(교재, 점심식사 포함)

전입 가정
   - 진형대 /조성미 클라우디아 
     (디트로이트 교구 → 루카 2반, 반장: 김난주 모니카)

9월 반모임 일정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4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5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조원정 패트릭 / 송경혜 아녜스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일신(8), 박종균(1-6), 배수완(8), 신계완(5-9),          
     이수은(7,8), 이정주(6-8), 이태원(8), 정종락(6,7),         
     조원정(8), 조윤나(7,8), 홍사현(8)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박일신,(8), 이정주(6-8), 홍사현(8)
   - Bishop’s Appeal
     이정주(6-8), 이태원(8), 홍사현(8)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박일신, 조원정
   - 광고: 신세계여행사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696 $379 - $2,920 $75 $80 $5,150

                              
                                 대양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e Oceans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시다.
                                 That politicians, scientists and economists work together to protect the world's 
                                 seas and oceans.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