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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28주일                                                             2019년 10월 13일(제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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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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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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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_55(1-2) 봉헌_216, 55(3-4) 성체_155, 499 파견_459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김형근(어거스틴) 제2독서_손영채(아녜스)

1st_C laire  Song(Clara) 2nd _Claire  Joo(C laire) P ra y e r _Elizabeth Cho(Elizabeth)

입 당 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 1독서  |   2열왕 5,14-17    Second Kings 5:14-17

화 답 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2 참조)

               Psalms 98:1, 2-3, 3-4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Rejoice in the Lord, you just!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The LORD is king;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many isles be  

   glad. Clouds and darkness are round about him, justice and  

   judgment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The mountains melt like wax before the LORD, before the    

   LORD of all the earth. The heavens proclaim his justice,

   and all peoples see his glory.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

   러라. ◎

○ Light dawns for the just; and gladness, for the upright of    

   heart. Be glad in the LORD, you just,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

제 2독 서  |   2티모 2,8-13   Second Timothy 2:8-13

복음환호송 |    1테살 5,18

◎ 알렐루야.

◎ Alleluia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

   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

복    음 |   루카 17,11-19   Luke 17:11-19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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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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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구원받을 마음자세, 찬양과 감사!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오.’, ‘부정

한사람이오.’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

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

고 혼자 살아야 한다.”(레위 13,45-46)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던 나병환자 열 사람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나병환자들에게 몸이 정결하

게 되었음을 사제들에게 가서 보여주도록 지시하십니

다(레위 14,1-32 참조).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다닐 정

도로 연민의 마음이 일으켜졌나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

도 덩달아 뛰어갑니다.

그들은 사제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고, 그

들 가운데 한 사람은 즉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

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루

카 17,14-16 참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느님의 자비

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라도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미와 감사

를 드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순박하고 고상한 인품의 사람이 이

제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좋은 땅을 만나면 많은 열매

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루카 

8,15)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고하신 하

느님의 현현(顯現)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모든 사실이 치유된 사마리

아 사람이 드린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

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여정이 예감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닌 외국인으

로서, 하느님께 어떠한 권리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처

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하느님 은혜

의 선물로 여기고,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인 자기네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은 받아 마땅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자격

이나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나 봅니다. 구원

을 받을 마음자세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

에게는 구원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습

니다. 즉, 감사, 찬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

격 없고, 부족하고, 가련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

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그렇지만 구원하는 것은 믿

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

될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는 것입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0/13(Y) 10/20(N) 10/27(Y) 11/3(Y)   
 English Mass: 10/13(Y) 10/20(N) 10/27(Y) 11/3(Y)  

31. 일상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바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학교 시험이나 회사에서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기도한다. 이처럼 때때로 그

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느님께 일상의 업무나 자질구

레한 일들을 봉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을 가지고 하

느님을 위해서 바쳤기에 희생이 된다.

그러나 기도를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고 

하느님께 좋은 것을 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특히 성 베네딕토는 ‘하루를 기도와 

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수도회의 규칙을 세웠으

며, 이 두가지를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히 구별하였다. 이

처럼 우리는 일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

다. 이런 접근은 기도를 피하는 좋은 핑계를 만들어 줄 

뿐이다.

YOUCAT 발췌

 
What are the duties of children toward their         

  parents?

Children owe respect (filial piety), gratitude, docility 
and obedience to their parents. In paying them 
respect and in foster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children contribute to the growth 
in harmony and holiness in family life in general. Adult 
children should give their parents material and moral 
support whenever they find themselves in situations of 
distress, sickness, loneliness, or old age.

What are the duties of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s, in virtu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fatherhood of God, have the first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they are the first 
heralds of the faith for them. They have the duty to 
love and respect their children as persons and as 
children of God and to provide, as far as is possible, 
for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They should 
select for them a suitable school and help them with 
prudent counsel in the choice of their profession and 
their state of life. In particular they have the mission 
of educating their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

How are parents to educate their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

Parents do this mainly by example, prayer, family 
catechesis and participation in the life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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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를 축하합니다

   - 김도현(모세), 강루나(마리나), 강솔(루카)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회 월례회의

   - 일시: 10월 13일(오늘),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성모회 10월 판매 안내

   - 일시: 10월 13일(오늘), 교중미사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 품목: 햇고구마, 간장고추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 일시: 10월 20일(주일), 오전 9시 합동미사 후

   - 장소: 센터 뒷마당

   - 바자회 봉사자를 위한 토요 주일 미사: 10월 19일(토)   

     저녁 8시, 센터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학생 복사단 월례회의 및 복사단 어머니회의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센터 2층

홍보부 공지

   - 9월 29일부터 본당 홍보부에서 성당 홈페이지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서버로부터 새로운  

     서버로 인터넷 주소를 옮기는데 대략 몇주 정도의      

     기술적 시간이 필요 합니다. 주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진 갤러리등도 영향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721 $523 - $3,970 $260 $230 $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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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kcc.org/node/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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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5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김홍락 바오로 / 박경희 실비아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정주(9,10), 남석훈(9), 문기석(10), 박일신(10),         
     배수완(10), 이성태(7,8), 이태원(9), 임성빈(9),           
     임재형(5-8), 장찬(10), 정현우(10,11), 조재우(9,10),       
     조현대(10), 조희진(7,8), 주영근(12-3/2020),             
     하성곤(7-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정주(9,10), 남석훈(9), 문기석(10), 박일신(10),         
     정현우(10,11), 조현대(10), 주영근(6-9), 하성곤(7-10)
   - Bishop’s Appeal
     김정주(9,10), 남석훈(9), 이태원(9), 정현우(10,11),        
     조현대(10), 주영근(6-9), 하성곤(7-10))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남석훈, 문기석, 박일신, 진영순
   - 등록비: 아버지학교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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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