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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6주일                                                               2022년 2월 13일(제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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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7 봉헌_512, 210 성체_496, 153 파견_434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이주일(사도요한) 제2독서_유연호(안나)
Narrator_Robert Strawn   1st Reader_Rolly Bantugan   2nd Reader_9th   Prayer_Jackie Chung

입 당 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 서 |   예레 17,5-8   Jeremiah 17:5-8    

화 답 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ㄴ)

               Psalms 1:1-2, 3, 4, 6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Blessed are they who hope in the Lord.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Blessed the man who follows not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walk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company of  

   the insolent, but delights in the law of the LORD and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He is like a tree planted near running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due season, and whose leaves never fade. Whatever  

   he does, prospers.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 Not so the wicked, not so; they are lik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just, but the way of the wicked vanishes. ◎

제 2독 서  |   1코린 15,12.16-20

            First Corinthians 15:12, 16-20

복음환호송 |   루카 6,23 참조   Luke 6:23ab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

   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Rejoice and be glad;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

복    음 |   루카 6,17.20-26   Luke 6:17, 20-26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안영우 라파엘 가정(마태오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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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박탈감과 참 행복

운전 중 이쪽 차선의 차들은 꿈쩍도 안 하지만 반대 

차선은 텅 비어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쪽은 정체가 없지만, 맞은편 차들이 서 있을 

때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

은 ‘상대적’이며 참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

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할

까요? 이번 주 성경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제1독서(예레 17,5-8)는 저주와 행복에 관한 상반된 

예언을 들려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

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예레 17,5)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

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7-8) 사

람에게 의지하는 이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교만해

지기 쉽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이는 겸손 안에 머

물기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제2독서(1코린 15,12.16-20)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의 믿음·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

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

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

코린 15,17)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희망의 근거이기에, 이 믿음과 희망은 현세적 행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

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9) 이처럼 우

리 신앙인에게 믿음과 희망과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영원을 지향합니다.

복음(루카 6,17.20-26)은 참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

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

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

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

대적 만족감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사

람에게 의지하여 주어지는 일시적 보상과 위로와도 다

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고통의 현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 찾

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에 무

관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발

을 딛고 살아가되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나 만족만을 

지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

탈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희망으

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이

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5분 묵상
 

그리스 아테네의 현자 솔론이 터키 리디아를 방문했

습니다. 당시 주변을 정복하고 많은 영토와 재물을 얻

은 리디아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

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왕의 의도와는 달

리 솔론은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최후

까지 충성되고 진실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을 언급했습

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를 보면, 황금과 보

석으로 치장된 왕자의 동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제비가 왕자의 

마음을 알고 그의 금은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초라하고 추해진 왕자의 동상은 버려졌

고 옆에서 제비도 얼어 죽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천사는 

주저 없이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습니다.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 말씀하

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행하여라, 너

희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행복과 불행 선언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해하

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

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 

가난해지고 박해받고 모욕받으면 상대가 그 사랑을 알

고 우리를 사랑하여 행복할 것이고, 만약 말로만 사랑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나 인기, 만족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상대의 사랑을 잃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

복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것  

                                                 

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 보며, 주님처럼 우리의 손을 

펴 이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

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

니다.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우리 공동체의 사목 목표: 말씀 · 기도 · 감사 그리고 선교
   - 새해를 맞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에 ‘선교’를           
     추가하여 우리 공동체가 중점적으로 실천할 사목       
     목표를 완성했습니다.
   - 2022년 새해를 말씀, 감사, 기도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신/구약 성경 완필자 추가 파악
   - 성경 전체를 완필하신 분께 춘천교구 주교님께서       
     축복장을 수여하실 예정입니다.
   - 축복장 수여는 주교님의 우리 공동체 방문 기간 중에   
     있겠습니다. (9월 예정)
   - 성경을 완필하신 분 또는 8월 15일 기준 완필          
     예정자께서는 전례부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박주암 레오폴드(925-852-1868)   
             
∎울뜨레아 2월 월례모임
   - 일시: 2월 20일(주일), 오후 8시              
   - 장소: 온라인(Zoom 링크는 추후 이메일과 카톡으로 공지)
   -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지가지 수거
   -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3월 2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재 예식을 위해 지난해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 기간: 2월 27일(주일)까지
   - 장소: 성당 사무실

∎가정용 기도초 구입 안내
   - 주님 봉헌 축일에 축복한 가정용 기도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무실

∎전출 가정
   - 이명일 알베르따 가정(서울대교구 청담동 본당)

∎53rd Annual Crab Feed And Raffle by CCOP
   - 게철을 맞아 CCOP에서 기금마련 바자행사를 합니다.    
     (Drive through)
   - 가격: $65/1인 (Crab, Green salad, Rolls, Lemon wedges,  
                   Cocktail sauce and Dessert)
   - 주문: https://knights-of-columbus-council-6043-875353.square.site
   - 주문 마감: 2월 13일(주일)
   - 픽업 일시: 2월 19일(토), 오후 4시 - 6시 30분
   - 픽업 장소: St. Augustine Church Parking Lot 
               (3999 Bernal Ave Pleasanton) 
                            
                            

∎2월 반모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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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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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www.tvkcc.org/shopping-at-amazon/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경식(1-3), 김홍락(2), 남석훈(2), 두신(1), 배성준(2),    
     오택만(2), 이연호(1,2), 이예진(2), 이지흔(1-6), 이태원(1),  
     이희열(2,3), 조현대(2), 최경선(1-6), 최진욱(5/2021-2),   
     하창완(2), 홍성제(2), 홍성호(1,2), 황종영(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홍락(2), 남석훈(2), 이지흔(1), 조현대(2), 하창완(2),    
     홍성제(2), 홍성호(1,2)
   - Bishop’s Appeal
     김홍락(2), 남석훈(2), 이태원(1), 조현대(2), 하창완(2),    
     홍성제(2), 홍성호(1,2), 황종영(1-12)
   - 초봉헌 
     김성치, 김홍락, 박종태, 신계완, 오택만, 정병섭, 조원정,  
     함종식, 홍사현
   - 성전기금 주영근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36 $255 $4,725 $220 $260 $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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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19(토) 8PM 온라인 510 468 8371
         6 2/26(토) 7PM 온라인 925 36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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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nights-of-columbus-council-6043-875353.square.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