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함종식 마티아    925-579-4260

                 총구역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0년 1월 26일(제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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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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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_19 봉헌_220, 219 성체_180, 183 파견_26 / 해설_이경원(아르텔라) 제1독서_박찬호(바실리오) 제2독서_박지영(요세피나)
Narrator_Augustine Sung 1st_Dohyun Ki(Victoriano) 2nd_Theo Lee(Theophilus) Prayer_Dohyun Ki, Theo Lee

입 당 송 |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 1독서  |   이사 8,23ㄷ-9,3   Isaiah 8:23--9:3

화 답 송 |   시편 27(26),1.4.13-14(◎ 1ㄱ)    Psalms 27:1, 4, 13-14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

   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ould I fear?

   The LORD is my life’s refuge; of whom should I be afraid?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

   러보는 것이라네. ◎

○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 seek: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hat I may gaze  

   on the loveliness of the LORD and contemplate his temple.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

   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 I believe that I shall see the bounty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Wait for the LORD with courage; be stouthearted,  

   and wait for the LORD. ◎

제 2독 서  |   1코린 1,10-13.17   First Corinthians 1:10-13, 17

복음환호송 |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Jesus proclaim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cured every  

   disease among the people. ◎

복    음 |   마태 4,12-23<또는 4,12-17>   Matthew 4:12-23

영성체송 |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

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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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난 한 해도 많은 분들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

해서 다양한 사랑과 나눔의 기적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50여 명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기부금을 

명동 1898 광장의 나눔 자리에 직접 찾아와서 전달하

였고,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을 알리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응원 영상을 만들어 주신 홍

보대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기부

해 주신 부부, 결혼을 앞두고 기부해 주신 예비부부, 본

인의 특강비 수입 전액을 기부해 주신 분, 다양한 생애

주기별 기념을 통해 기부해 주신 많은 가족분들의 소

중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지구촌 가난한 나라의 이

웃들과 국내 긴급한 치료비·수술비가 필요한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달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을 기르지 않고 학교

에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지구촌 빈

곤한 마을 주민들의 감사 편지는 기부자들과 본부의 

활동가들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나눔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

신을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어

느 기부자 가족들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눔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

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오늘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은 과연 누구입니

까? 우리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은 어디

입니까? 우리는 전쟁과 폭력, 기아와 빈곤을 넘어 심각

한 환경과 생태 위협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생명의 위

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생태적 

죄”로 규정하고 이를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둡고 끔찍한 불행의 그 원인은 우

리가 생명 경시와 사랑과 나눔의 부재 속에서 살아온 

까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러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밝게 비추어 줄 큰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체성사의 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시간도 나누고, 악과 

무질서로 기우는 악습을 끊고, 그 희생을 나누는 삶의 

변화가 바로 그 큰 빛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큰 빛이 온 세상 우리의 어둡고 인

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가득 비추기를 희망합니다. 경

제적으로나 교육적인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가난

한 이웃 나라 주민들의 삶이, 국내 가난한 환우들의 생

명이 더 이상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을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

의 그 큰 구원의 빛이 밝게 비추는 세상이 될 것입니

다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임이사



  

5분 교리

46. 구일 기도는 무엇인가?

구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9일 동안 계속해

서 매일 한 가지 기도 또는 일련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구일 기도는 보통 특별한 청원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전구를 한다.

구일 기도의 전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뒤 9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사도 

1,6~2,4)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예전부터 성령께 바치는 

구일 기도, 성모님께 바치는 구일 기도, 성 요셉께 바치는 

구일 기도, 여러 성인들에게 바치는 구일 기도 등이 있다.

YOUCAT 발췌

 

The Biblical Readings

In the readings, the table of God’s Word is spread before 

the faithful, and the treasures of the Bible are opened to 

them. Hence, it is preferable that the arrangement of the 

biblical readings be maintained, for by them the unity of 

both Testaments and of salvation history is brought out. Nor 

is it lawful to replace the readings and Responsorial Psalm, 

which contain the Word of God, with other, non-biblical texts.

In the celebration of the Mass with the people, the 

readings are always read from the ambo.

The function of proclaiming the readings is by tradition not 

presidential but ministerial. Therefore the readings are to be 

read by a reader, but the Gospel by the Deacon or, in his 

absence, by another Priest. If, however, a Deacon or another 

Priest is not present, the Priest Celebrant himself should read 

the Gospel, and moreover, if no other suitable reader is 

present, the Priest Celebrant should also proclaim the other 

readings as well.

After each reading, whoever reads it pronounces the 

acclamation, and by means of the reply the assembled 

people give honor to the Word of God that they have 

received in faith and with gratitude.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26(Y) 2/2(Y) 2/9(Y) 2/16(Y)
 English Mass: 1/26(Y) 2/2(Y) 2/9(Y) 2/16(Y)   

∎김종광 요한사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Blessings on Fr. Kim’s 20th Anniversary of Ordination
   - 1월 25일(토)은 본당 신부님의 사제 수품 기념일입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 신부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비자 교리반 안내
   - 일시: 매 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 예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례 안내
   - 2월 1일(토): ‘주님 봉헌 축일’, 초 봉헌 및 축복
   - 일년 동안 사용할 초 봉헌과 가정용 기도초를 주문     
     받습니다.

∎요아킴,안나회 1월 정기모임
   - 일시: 1월 26일(오늘), 교중미사 후 11시
   - 장소: 본당 센터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월 성 가브리엘 복사단 월례회의 및 복사단 어머니회의
   - 일시: 1월 26일(오늘),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2층

∎사랑의 모후 꾸리아 월례 회합
   - 일시: 2월 1일(토), 오전 8시
   - 장소: 본당 센터

∎성시간
   - 일시: 2월 1일(토),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본당 센터 

∎간식 안내 
   - 성모회의 봉사로 진행된 주일 간식은 차기 성모회 임원의  
     부재로 인해 당분간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며 자발적인 성모회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 레지오에서 손수 만든 묵주,
  묵주지갑, 및 매일미사커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MS또는
  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www.tvkcc.org/shopping-at-amazon/ 

∎성당으로 도네이션하실 때, 회사의 Matching Fund를       
  활용해주세요. 
   - 많은 회사들이 Employee의 도네이션에 대해 Matching  
     Fund를 제공합니다. 저희 성당이 등록된 포털로는      
     Benevity(Google, Apple, SAP, Samsung, Microsoft...),   
     YourCause(LAM, Adobe, AT&T, nVidia,...)입니다.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3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4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당분간 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강호중(1), 김남웅(1), 남석훈(1), 박주암(1), 석근수(1,2),   
     안영애(1), 임대정(1,2), 이정(1-6), 정종락(1), 지택근(1-3),  
     하창완(1), 홍석제(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강호중(1), 남석훈(1), 지택근(1-3), 하창완(1), 홍석제(1)
   - Bishop’s Appeal
     강호중(1), 남석훈(1), 하창완(1), 홍석제(1)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강호중, 김남웅, 남석훈, 성모회
   - 광고 Advertisement
     신세계여행사, SPACEIN ART STUDIO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2,082 - - $3,180 $100 $70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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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