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총구역장 : 조재우 요셉      408-966-5496

연중 제4주일(설 합동 위령미사)                                              2022년 1월 30일(제518호)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후, 온라인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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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입당 _227 봉헌 _218, 217 성체 _185, 160 파견_462 / 해설_홍순미(테오도라) 제1독서_문성익(사도요한) 제2독서_김미정(안나)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Rolly Bantugan   2nd Reader_Emiliana Lee   Prayer_Cindy Lee

입 당 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1독 서 |   민수 6,22-27    
화 답 송 |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 2독 서  |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2,35-40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Reading 1 |   Jeremiah 1:4-5, 17-19
Responsorial Psalm | Psalms 71:1-2, 3-4, 5-6, 15-17
◎ I will sing of your salvation.
○ In you, O LORD, I take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In your justice rescue me, and deliver me; incline your ear   
   to me, and save me. ◎
○ Be my rock of refuge, a stronghold to give me safety, for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O my God, rescue me     
   from the hand of the wicked. ◎
○ For you are my hope, O Lord; my trust, O God, from my    
   youth. On you I depend from birth; from my mother’s womb  
   you are my strength. ◎
○ My mouth shall declare your justice, day by day your salvation.
   O God, you have taught me from my youth, and till the     
   present I proclaim your wondrous deeds. ◎
Reading 2 |   First Corinthians 12:31-13:13
Gospel    |   Luke 4:21-30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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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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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들어오며 한강을 바라보니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졌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깨

끗한 물을 구할 수 없기에 빗물을 받아 마셨고, 그 물

로 몸을 씻었습니다. 빗물 또한 귀하고 부족했기에 빗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넘실대는 한강을 바라보니 저절로 콧노래가 나

온 것이었지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모든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일상

의 것들에 잘 웃고 행복했습니다. 깨끗한 물 한잔에, 따

듯한 물로 하는 샤워에, 맛있는 한국 음식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에 눈물 나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을 잊어

버리고 기쁘게 지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과 식량 문제, 의료와 교육 문제, 코로나와 각종 재

난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

원하는 국제협력 일은 분명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

다. 하지만 이처럼 복음적이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

면서도 기쁘게 지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

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  

                                                  

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

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전해주는 일에 수많은 분들

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선포는 바로 오늘 이 자리

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었던 것입니다.

마음속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

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

지만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

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직접 이루

어 주실 것입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교

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폭력의 일상 속에 살

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삶의 희망

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들을 통

해 주님께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하실 것입

니다. 아멘.

이창원 다니엘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설 합동 위령미사 지향

⧾고문순 마리아의 조상⧾고은경 엘리사벳⧾서상일 

시몬과 구자영 테오도라의 조상⧾권영빈, 안익환 

라파엘⧾이정자 세레나⧾소미자 미카엘라⧾김국진 

아브라함과 김혜숙 사라의 조상⧾조수완⧾정봉희

⧾김명섭 알렉산더와 임미영 안나의 조상⧾김초순, 

최영애, 최정애, 심종구, 김근신⧾장삼순, 전달성, 

황명주 로사리아, 권오면 펠릭스⧾김선기 시몬과 

민유진 제인의 조상⧾김채한 베드로, 이수방 안나

⧾김순기, 김옥분 마리아, 양기진 요셉, 김증녀 루시아, 

이성훈⧾양재국, 이진주⧾이강석 간지도, 정기순 

아셀라⧾김갑용, 박노순⧾김정주 안드레아와 김승미 

세라피나의 조상⧾김병홍 미카엘, 김장덕 미카엘라, 

홍복순 안젤라, 김한영⧾홍춘식, 구교철, 오상순

⧾김태현 대건안드레아의 조상, 이순옥 안나⧾신계완 

대건안드레아와 김하연 젬마의 조부모⧾김해진 요셉, 

김삼순⧾김영휘 갈리스도, 최영숙 데레사⧾김진복 

요셉, 백창선 마리아⧾류환 요셉, 이희순 세레나

⧾문재상, 배수옥 미카엘라⧾김영식 야고보⧾기지현 

아우레아⧾기원태 안토니오와 문지영 율리아나의 조상

⧾남석훈 니콜라오와 박미경 세라피나의 조상

⧾박종균 알베르토와 박학영 인덕마리아의 조상

⧾박종무, 최금란 모니카, 박옥순, 박정자, 박길자 

발레리아⧾방규성 안드레아와 조미정 카타리나의 조상

⧾배정수 아녜스와 배예자 세실리아의 부모와 조상

⧾이잠수⧾서자민 야고보와 서수민 루카의 조상

⧾이석표 아녜스, 윤아지 안나, 성호승 어거스틴과 

정혜원 스콜라스티카의 조상⧾김융조 토마스

⧾안성복, 이덕님과 조상⧾엄난희 보나의 조상

⧾이인필 요셉, 오원석 요셉, 정순례 데레사⧾박순효 

베드로, 우대석 세례자요한, 박인선 도미니꼬, 이순분 

마리아⧾유근열 비오와 유인숙 요한나의 조상

⧾이정자 헬레나, 윤재경 세실리아의 조상⧾이갑희 

요한, 박희원 마리아⧾이관종 베드로, 이윤자 아가다

⧾이명자 마리아, 이건용 요셉⧾김동근⧾이영숙 

글라라와 이동한 프란체스코의 조상⧾안영희 마틸다, 

노희분 벨라뎃다, 이광규 요셉, 안덕칠 베드로, 장복엽 

마리아, 김 세실리아⧾이용호 안노와 김미정 안나의 

조상⧾신동수⧾이현순⧾이종진 펠릭스⧾이종구 

안드레아와 김난수 로사의 조상⧾이근택, 정일봉 

시몬, 이주하 요한과 이은영 루시아의 조상⧾이희걸 

요한⧾이풍신 요한⧾이천구, 김우희 세실리아, 

이헌천⧾이순성 바오로, 곽명자 비아, 조용도 

대건안드레아, 박순녀 엘리사벳⧾임승원 루카의 부모

⧾고명제 야고보⧾장진환 라파엘과 박경화 안젤라의 

조상⧾장형구 사무엘, 허옥경 제노베파, 한성림 

사도요한, 이순이 모니카, 최경섭⧾정병섭 바오로와 

정기숙 안젤라의 조상⧾정윤화⧾정종락 필립보와 

김경선 데레사의 조상⧾정원태 프란치스코⧾홍종수, 

최정수⧾송영원 미카엘, 최연옥 유스티나, 조기선, 

정덕애, 조신애⧾조덕영 스테파노, 손봉수 요셉

⧾조광래, 황귀영 모니카⧾주영근 요한과 주은경 

루시아의 조상⧾최광석 아브라함과 이은영 린다의 

조상⧾최교운 안드레아와 김호은 에테니아의 조상

⧾표용남 세실리아⧾박석태 바오로⧾하태림 리챠드와 

하태현 펠릭스의 조상⧾하창완 안드레아와 하남숙 

스잔나의 조상⧾한영준 대건안드레아의 조상

⧾함금성, 김명숙 안나⧾함형수 미카엘과 이은진 

마크라의 조상⧾홍길후 세례자요한, 이계옥 

마리아막달레나, 최애순 요셉피나⧾오정대 바오로

⧾문영숙⧾홍용범⧾김수동, 변씨, 김광원 베드로, 

이정애 마리아, 김인배 안토니오, 김인택⧾황규철 

베드로⧾황범식 안드레아의 조상

 



     공지사항

                              

 

∎주요 전례 일정
   - 2월 1일(화): 설, 미사 없음
   - 2월 2일(수): 주님 봉헌 축일 미사(초 봉헌 및 축복)
   - 2월 3일(목): 성시간

∎2021년 대림시기 마태오 복음 묵상 노트 제출자
   - 고문순 마리아, 김미정 안나, 김혜숙 사라,
     박경화 안젤라, 박경희 실비아, 박일신 바실리오,
     이명자 루시아, 조현대 세례자요한/조난순 안젤라,
     정병섭 바오로/정기숙 안젤라
   - 작은 선물과 함께 묵상 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단체장 안내
   - 성모회장: 박경희 실비아
   - 봉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봉헌 축일 초 봉헌 및 축복 신청
   - 일년 동안 사용할 초 봉헌과 가정용 기도초를 주문     
     받습니다.(신청: 사무장)
   - 축복된 기도초는 2월 2일(수) 미사 후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후 꾸리아 2월 월례모임(Zoom Meeting)
   - 일시: 2월 3일(목), 오후 8시 - 9시 30분
   - Zoom ID: 934 824 5417, Passcode: 1004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2월 6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성당 회의실 A
   -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성당 공지 이메일
   - 성당에서 필요시 보내는 공지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반장 혹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아킴·안나회 정기모임 연기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1월 정기모임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개학 연기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주일학교 개학을 연기합니다.
   - 개학일: 2월 6일(주일) 

∎2021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자등록   
     번호와 영문 이름을 표기하셔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 방법: 사무장 테이블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재 또는
               이메일(office@tvkcc.org) 신청  

∎판공성사 기간 연장 안내
   - 1월 30일(주일)까지 판공성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 시간: 평일, 주일미사 전 25분간 (9시 - 9시 25분)
   - 고해소 앞에 성사표(공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월 반모임 일정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형근(1,2), 오택만(1), 이성기(12/2021-1),              
     이주하(11/2021-1), 조재우(1-3)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주하(11/2021-1)
   - Bishop’s Appeal
     이주하(11/2021-1)
   - 설날 떡 봉헌 제6기 사목회

루 카    1 2/26(토) 8PM 온라인 925 577 6404
         2 2/19(토) 8PM 온라인 408 821 5341
         3 2/26(토) 8PM 온라인 925 579 4206
         4 2/27(주일) 11AM 온라인 925 551 1233
         6 2/25(금) 8PM 온라인 925 519 3637
마태오   4 2/18(금) 8:30PM 온라인 412 273 2418
         6 2/26(토) 7PM 온라인 925 364 1256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46 $300 $1,800 $30 $30 $3,606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을 위하여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We pray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thanking them for their mission and
                              their courage, may they continue to find new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뭅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