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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2주일                                                                 2020년 3월 8일(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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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5(1-2) 봉헌_511, 115(3) 성체_174, 159 파견_489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한영준(대건안드레아) 제2독서_김미정(안나)

입 당 송 |   시편 27(26),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 1독서  |   창세 12,1-4ㄱ   Genesis 12:1-4

화 답 송 |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Psalms 33:4-5, 18-19, 20, 22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Upright is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his works are      

   trustworthy. He loves justice and right; of the kindness of    

   the LORD the earth is full.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 Our soul waits for the LORD, who is our help and our shield.

   May your kindness, O LORD, be upon us who have put our  

   hope in you. ◎

제 2독 서  |   2티모 1,8ㄴ-10   Second Timothy 1:8-10

복음환호송 |    마태 4,4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From the shining cloud the Father’s voice is heard: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

복    음 |   마태 17,1-9   Matthew 17:1-9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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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옥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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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을 주는 기도 생활

혹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신 적이 있으

신가요? 비행기를 타고 드넓은 초원과 구름 위를 나는 

두 주인공이 마주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배경에 들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

장의 아름다운 선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악 작품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

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음악을 들으

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잡한 속세를 떠나 잠시 고요와 평화를 찾아 산을 찾

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그 평화로운 장면 말이죠.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 기도하기 위

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예컨대, 마태 14,23; 24,3 등 

참조). 보통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지만,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는데, 아마도 제자들

에게 좋은 기도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

다.

아니나 다를까요,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

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스라

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쁨과 위안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쭈-욱 지냈으

면 좋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

음에 상처를 받아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

을 얻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

다.

물론 기도를 통해 받은 마음의 위안은 오래가지 않

습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

도할 때마다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

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어쩌다 만나게 되

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 체험 역시 아쉽지만 가끔만 주

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정기적’이고 짧은 체험만으로도 

삶의 온갖 무게를 이겨낼 힘을 우리는 꼭 얻으리라 믿

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

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

니다.”(시편 23,4)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5분 교리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Oakland 교구의 서신

    Message from The Diocese of Oakland

환자, 특히 전염성 환자는 주일미사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되며 본당 사제는 이를 주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독감 등의 증상이 있는 신자가 주일에 집에 머물며 

TV 미사를 보거나 그날의 성경을 읽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It is important to remind that the obligation to 

attend Sunday Mass does not apply to those who are 

ill, especially those who suffer from contagious disease. 

It is a sign of consideration for others that those with 

symptoms remain at home, watching a Mass on TV, or 

reading the appointed Sunday scripture.

 

공동체 예방수칙

Fight influenza and Corona Virus

1. 미사 전 반드시 손 씻기 

   Always wash hands before mass using soap or    

     sanitizer.

2. 기침 옷소매로 가리기

   Cough or sneeze into upper sleeve.

3.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Have symptoms? Wear a mask.

4. 평화의 인사, 주님의 기도 손 안 잡기

   Do not offer your hand at the Sign of Peace and  

     the Lord’s Prayer.

5. 공동물품 사용 최소화, 소독제로 닦기

   Sanitize frequently touched things and places     

     with disinfectant wipes and minimize the use of   

     such things.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3/8(Y) 3/15(Y) 3/22(Y) 3/29(Y)
 English Mass: 3/8(Y) 3/15(Y) 3/22(Y) 3/29(Y)   

∎3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3월 8일(주일),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장소: PMS 교정
   
∎교사회 월례회의
   - 일시: 3월 8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성가브리엘 복사단 월례회의 및 복사단 어머니회의
   - 일시: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2층

∎사순 시기 Rice Bowl 모금 안내
   - 사순기간동안 각 가정 당 Rice Bowl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순 시기 동안 절제와 희생으로 모은 돈을  
     부활미사 때 주님께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금된 전액은 오클랜드 교구를 통해서 CRS(Catholic    
     Relief Services)로 보내지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집니다.(www.crs.org 참조)
   - putting our faith into action to help the world’s      
     poorest create lasting change

∎사순절 십자가의 길 중단 안내
   - 사순절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중단합니다.
   - 각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 희생 등으로 대신 하실 것을  
     권합니다.

∎3월 반모임 일정

                              

마태오 6 3/14(토) 6:00 PM 김도연/박지영 댁 925 364 1256
마태오 4 3/19(목) 8:00 PM 정주영/정지현 댁 412 273 2481
마태오 3 3/21(토) 6:00 PM 석근수/석은경 댁 412 608 8112
마태오 1 3/21(토) 7:00 PM 정경수/정혜원 댁 408 663 7498
마태오 5 3/21(토) 8:00 PM 권오원/안희재 댁 408 966 5496
루  카 3 3/14(토) 5:00 PM 하성곤/채은진 댁 720 971 7256
루  카 1 3/20(금) 11:00 AM 이찬규/최두은 댁 408 833 0547
루  카 2 3/21(토) 7:00 PM 김홍락/박경희 댁 925 918 2097
루  카 4 3/28(토) 6:00 PM 함영수/함윤희 댁 925 551 1233
Yohan 2 3/21(Sat) 5:00PM Jane/Michael Seo 510 409 4603
Yohan 1 3/22(Sun)12:30 PM Teresa/Andy Lee 510 409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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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3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4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당분간 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재의 수요일: $806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순삼(3), 김윤숙(1,2), 김태현(2), 문성익(1-3), 원동기(3),  
     이연호(3), 이혁주(1-6), 정성진(1-12), 정현우(2,3),       
     주영근(1-3), 홍석제(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연호(3), 정현우(2,3), 주영근(1,3), 홍석제(2)
   - Bishop’s Appeal 
     이연호(3), 이혁주(1-6), 정현우(2,3), 주영근(1-3), 홍석제(2)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김도연, 정성진, Amazon Smile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992 $195 - $3,380 $100 $160 $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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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