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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19주일                                                              2019년 8월 11일(제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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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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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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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미사: Thomas S. Hart Middle School, MPR  
         4433 Willow Rd. Pleasanton, CA 94588
          (8월 11일까지 임시장소)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입당_459 봉헌 _510, 220 성체 _156, 504 파견_69 / 해설_이경원(아르텔라)  제1독서_이주일(사도요한)  제2독서_유연호(안나)

입 당 송 |   시편 74(73),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 1독서  |   지혜 18,6-9   Wisdom 18:6-9
화 답 송 |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ㄴ 참조)
                Psalms 33:1, 12, 18-19, 20-22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Blessed the people the Lord has chosen to be his own.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
   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
   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Blessed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has chosen for his own inherit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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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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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브 11,1-2.8-19<또는 11,1-2.8-12>  
             Hebrews 11:1-2, 8-19
복음환호송 |    마태 24,42.44 참조   Matthew 24;42a, 44
◎ 알렐루야.
◎ Alleluia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
   리라. ◎
○ Stay awake and be ready! For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
복    음 |   루카 12,32-48<또는 12,35-40>   Luke 12:32-48
영성체송 |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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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있어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집을 뚫고 들어올

지 모르는 도둑을 막기 위해 깨어 있는 집주인처럼, 사

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충실하게 준비하

고 있으라고 권고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예측들은 틀

릴 것이고, 인간적 계산들로도 맞히지 못할 것이며, 징

표들도 항상 잘못 해석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일

반적이고 막연한 깨어 기다림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

다. 이 시간을 준비하려면 아주 특별한 깨어있음이 요

구됩니다.

첫째, 이 특별한 준비 ‘깨어있음’이란, 무엇보다도 먼

저 자신이 윤리적 장애 없이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

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필리 2,15 참조). 즉, 

의로움의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 곧 하느님

의 뜻에 맞갖게 분별 있는 생활을 해나감을 뜻합니다

(필리 1,11 참조).

둘째,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 앞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

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 사도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

는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위에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

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

입니다.”(1베드 5,1-4)

이러한 임무를 위해 ‘충실성’과 ‘지혜로움’이 요구됩니

다. ‘충실성’은, 종들은 단지 분배자일 뿐 주인이 아니기

에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는 주인이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때에 돌아와 맡긴 일

에 대해 계산을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심판은 죄에,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주어졌으니 하느님께서 더 요구하실 것이

며, 만일 잘못하는 경우에는 벌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사랑이 충만한 하느

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늘 자각하고, 이 세상에서부

터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도록 오로지 주님의 뜻

만을 추구하고 선택하면서 분별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지혜를 받아 매일 매순간 결단력 있게 육적인 자기 자

신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

야 하겠습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No due to Summer Break(6/2 - 9/8)  
 English Mass: 8/11(Y) 8/18(Y) 8/25(Y) 9/1(Y)  

22. 공적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강  

      력한가?

어느 사람도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 그 어떤 기도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기도는 모든 인간적인 척

도와 비교를 초월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기도를 평가하는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이사 55,8~9 참조).

그러므로 공적인 기도든 개인적인 기도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르다고 해야 한다.

YOUCAT 발췌

 

How is the Christian moral life bound up with faith 
and the sacraments?

What the symbol of faith professes, the sacraments 
communicate. Indeed, through them the faithful receive 
the grace of Christ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which give them the capability of living a new life as 
children of God in Christ whom they have received in 
faith.

"O Christian, recognize your dignity." (Saint Leo the 
Great)

What is the root of human dignity?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is rooted in his or 
her creation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Endowed with a spiritual and immortal soul, 
intelligence and free will, the human person is ordered 
to God and called in soul and in body to eternal 
beatitude.

How do we attain beatitude?

We attain beatitude by virtue of the grace of Christ 
which makes us participants in the divine life. Christ in 
the Gospel points out to his follower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happiness: the beatitudes. The grace 
of Christ also is operative in every person who, 
following a correct conscience, seeks and loves the 
true and the good and av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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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오 3 8/17(토) 7:00 PM 본당센터 412 608 8112
       1 8/31(토) 김형근/손영채 댁 408 663 7498
루  카 1 8/23(금)11:00 AM 최두은세라피나 댁 925 694 2441
       4 8/24(토) 6:00 PM 장순태/장인옥 댁 925 551 1233
       2 8/24(토) 7:00 PM 한영준/정현자 댁 925 918 2097

주일 미사 장소 변경 안내
   - TMS(8월 11일): 4433 Willow Road Pleasanton CA 94588
   - St. Stephen(8월 18일): 1101 Keaveny Ct, 
                           Walnut Creek, CA 94597
         •영어 미사(오전 9시 30분), 한국어 교중미사(오전 11시)
   - PMS(8월 25일 및 그 이후):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St. Stephen은 미사 시간이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의무 대축일) 
     Holy Day of Obligation on 8/15
         •미사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본당 센터

복사단 어머니회 정기총회 및 8월 복사단 월례회의   
   - 일시: 8월 25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성모회 8월 판매 안내
   - 배달일정 때문에 8/11 -> 8/25로 판매일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시: 8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친교 테이블
   - 품목: 참기름, 들기름, 간장고추
   - 선주문 링크: https://goo.gl/forms/w0xRrzpxxD9ZqVj32
   - 선주문 마감: 8월 20일(화), 오후 11시 59분

제25차 북가주 성령 대회
   - 주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5)
   - 일시: 8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 저녁 8시 30분
   - 장소: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1523 McLaughlin Ave. San Jose, CA 95122
   - 참가비: $25(점심, 저녁 제공)
   - 신청/문의: 성령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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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반모임 일정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825 $309 - $2,530 $110 $90 $4,864

주일학교 교사 모집
   - 2019 - 2020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교사, 보조교사, 그 밖에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 주요한(425-281-6772, young.k.joo@gmail.com)
   -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help with 2019 -    
     2020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Young Joo       
     (425-281-6772, young.k.joo@g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We are looking for teachers, assistant      
     teachers, or people who can help with other Sunday  
     school work.

주일학교 교재 재활용 안내
   - 2018-19학기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교재 중 상태가  
     양호한 교재는 주일학교에 다시 반납에 주세요.
   - 주일미사 후 주일학교 교감선생님이나 Staff에게 전달해  
     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모임
   - 일시: 8월 18일(주일), TBA
   - 장소: TBA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1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2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이승필 클레멘스 / 정안숙 아녜스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8), 김순삼(8), 남석훈(7), 문기석(8), 이주하(7,8),   
     임성빈(5,6), 장찬(8), 조재우(7,8), 조현대(8), 하창완(5),   
     한진규(3-8)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8), 남석훈(7), 문기석(8), 이주하(7,8), 조현대(8),   
     하창완(5)
   - Bishop’s Appeal
     고문순(8), 남석훈(7), 이주하(7,8), 조현대(8), 하창완(5)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남석훈, 문기석, 이동준
   - 감사헌금: 하지윤
   - 광고: 베스텍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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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