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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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1년 11월 14일(제507호)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온라인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평일 미사 후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 아 세 례 일시 중단

입당_2 봉헌_213, 511 성체_186, 161 파견_478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조재우(요셉) 제2독서_조경아(글라라)
Narrator_Kae Kim  1st Reader_Robert Strawn  2nd Reader_Emiliana Lee  Prayer_Jina Wu

입 당 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

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 

리라.

제1독 서 |   다니 12,1-3   Daniel 12:1-3

화 답 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Psalms 16:5, 8, 9-10, 11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You are my inheritance, O Lord!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O LORD, my allotted portion and my cup, you it is who     

   hold fast my lot. I set the LORD ever before me;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disturbed.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

   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soul rejoices, my body,   

   too, abides in confidenc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the netherworld, nor will you suffer your faithful one  

   to undergo corruption.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

   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 You will show me the path to life, fullness of joys in your   

   presence, the delights at your right hand forever. ◎

제 2독 서  |   히브 10,11-14.18   Hebrews 10:11-14, 18

복음환호송 |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 Be vigilant at all times and pray that you have the strength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

복    음 |   마르 13,24-32     Mark 13:24-32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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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감염병 시대의 그리스도인)

작년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침, 서울역을 지나던 

한사람이 커피값을 청하는 노숙인에게 돈은 물론 자신

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서 그에게 걸쳐주는 모습

을 찍은 사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몰두하던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

을 주며 회자 되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 되어

가지만, 전 인류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

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란 우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의료인, 방역인, 미화

원, 돌봄 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

게 삶을 지탱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고

마움과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

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것이다.”(마르 13,27)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

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

은 우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약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

칸 공의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가르칩니다.(사목헌장, 1항 참조)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

서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많

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

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67항)라며 행동

에 나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인 오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도

록 다짐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실천적이고 

더욱 긴급한 결론을 내려서,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존

중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사목헌장, 27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오늘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참 얼

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마르 14,7). 우리

는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덜어주고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통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

다.”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5분 묵상

바오로 사도는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시며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세

월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하느님

을 특정한 장소에, 성당에, 십자가에, 특정한 성지에만 묶

어두고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네가 저 마을로 내

려가 하느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

켜주면 좋겠다.” 암흑의 예언자는 명령대로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을 한길과 골목을 두루 

돌아다니며 집집을 들여다보았고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가 보니 사람들은 온종일 싸움질

하고, 죽이고, 사기 치는 등, 죄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

니다. 암흑의 예언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주인에

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이토록 빨리 돌아온 것을 본 

사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하느님이 죽었다고 믿

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느냐?” 암흑의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은 말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없는 것

이나 똑같이들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  

                                                  

느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뭘.”

     

혹시 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하시며 우리

가 하느님 안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

느님 안에 살아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

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십시오. 십자가에 돌

아가시며 성전 휘장을 찢어 하느님을 백성들 안에 현존

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어둔 마음의 휘장을 찢어 하느

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리고 바로 너 OOO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

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https://cbck.or.kr/jubilee-of-200th-StAndrewKim
https://cbck.or.kr/Notice/20210030


     공지사항
                              

        
∎11월 주요 전례 일정
   - 11월 21일(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11월 25일(목): Thanksgiving, 미사 없음
   - 11월 26일(금): Thanksgiving, 미사 없음
   - 11월 28일(주일): 대림 제1주일

∎Thanksgiving 음식 배달 봉사자 모집
   - 성빈첸시오회에서 만들고 CCOP Knight of Columbus에서  
     배달하는 봉사에 TVKCC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21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 배달 지역: Pleasanton
   - 집결 장소: St. Augustine 성당 Parish Hall
   - 문의: 채성우 루카(925-963-6175)

∎불우이웃 돕기 Warm Coat Drive
   - 불우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Coat Drive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oat 수거: 12월 5일(주일), 당일 1회
   - 도네이션 대상: coat, jacket, sweater, blanket(깨끗이    
                   사용한, 또는 새 제품)
   - 도네이션 방법: 수거 당일 성당 현관에 수거함 비치 예정
   - 수거된 아이템들은 Stockton에 있는 St Mary‘s Dining   
     Room에 기부됩니다. 
   - 문의: 채성우 루카(925-963-6175)

∎11월 Donut Sunday
   - 다음 주일 11월 21일 미사 후 도넛과 커피가 제공됩니다.

∎성체 조배 시간 안내
   - 성체 조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당 문을 개방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매주 월, 수 오후 12시 45분 - 6시 30분
          12월 매주 월, 오후 12시 45분 - 6시 30분
                     수, 오후 12시 45분 - 5시
   - 장소: 소성전 제대 뒤편 조배실
   - CCOP 신자들과 함께 이용 하시게 됩니다.

∎제단체 연말 모임 장소 예약 안내
   - 센터에서의 마지막 연말 모임을 아래와 같이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기간: 11월 14일 - 12월 19일
   - 문의: 사목회 총무(408-507-3227, jasonguchoi@gmail.com)

∎성모회 공동구매 물품 픽업 안내
   - 일시: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 장소: 센터 후면 주차장
   - 문의: 성모회 각 조장님 혹은 성모회장(925-989-8837)

  

  
∎11월 반모임 일정 

                     
∎사무장님을 모십니다.
   - 본당 살림을 맡아 봉사하실 사무장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TVKCC에 적을 두신, 견진성사를 받으신,     
               신자들과 소통을 즐기실 분
   - 주요 업무: 출납(입금, 출금, 장부 정리), 교적 정리,      
               증명서 발급, 공문 수발 등   
   - 근무형태: Part Time
   -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office@tvkcc.org 이나  
     사목회장 또는 신부님께 직접 봉사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회의실 사용 안내
   - 대면 모임이 꼭 필요하신 단체는 사전 예약에 의하여   
     주일 및 평일미사 전, 후 아래와 같이 소성전 옆        
     회의실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30분,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화, 목, 금: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30분
   - Covid-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모임의 필요성은 
     각 단체 자율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CCOP의 사용 일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목회 총무(408-507-3227, jasonguchoi@gmail.com)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11), 김규영(11,12), 김홍기(10,11), 오택만(11),    
     유근열(11,12), 이희열(12,1/2022), 정병섭(10-12),        
     정성진(10-12), 조현대(11), 최호중(7-12), 홍성호(11,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11), 정병섭(10-12), 조현대(11), 홍성호(11,12)
   - Bishop’s Appeal
     고문순(11), 정병섭(10-12), 조현대(11), 홍성호(11,12)
   - 감사헌금 김지용
   - 성전기금(Church Building Fund) 김현국 신부님, 박찬호
   - 도서판매 대금 영성부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68 $546 $2,470 $100 $100 $4,984

루 카    2 11/20(토) 8PM 온라인 925-286-5815
         3 11/20(토) 8PM 온라인 720-971-7256
         6 11/19(금) 11AM 온라인 925-519-3637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0분
    - 평일(화, 목, 금):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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