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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19년 12월 15일(제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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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7(1-2), 177 봉헌_ 213, 97(3) 성체_500, 170 파견_98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기원태(안토니오) 제2독서_문지영(율리안나)
N arrato r_Augustine  1st_Yuna  Ko  (Elizabeth) 2nd _Isabella  C hung  (Isab e lla) P ra y e r _ Jeffrey Kim (Leo)

입 당 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
까이 오셨다.
제 1독서  |   이사 35,1-6ㄴ.10    Isaiah 35:1-6, 10
화 답 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이사 35,4ㅂ 참조)
               Psalms 146:6-7, 8-9, 9-10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Lord, come and save us. or: Alleluia.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
   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The LORD God keeps faith forever, secures justice for the    
   oppressed, gives food to the hungry. The LORD sets captives  
   free.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The LORD gives sight to the blind; the LORD raises up those  
   who were bowed down. The LORD loves the just; the LORD  
   protects strangers.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he sustains, but the way of    
   the wicked he thwarts. The LORD shall reign forever; your    
   God, O Zion, through all generations. ◎
제 2독 서  |   야고 5,7-10    James 5:7-10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Isaiah 61:1 (cited in Lk 4:18)
◎ 알렐루야.
◎ Alleluia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bring glad tidings to the poor. ◎
복    음 |   마태 11,2-11    Matthew 11:2-11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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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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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기다림은 현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집트

의 종살이에서 어렵게 탈출한 후 하느님께서 알려준 

땅에 정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두 나라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두 나

라 모두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또 그들에게 종

교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성전 역시 파괴됩니다.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

져 살아야 했던 유배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

통의 시간이자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돌아 보는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에 남아 있었고 돌아온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힘겨

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에게 중요한 것은 흩어진 백성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

고,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희망은 종교 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

엘 민족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구원에 대

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흩어진 백성을 모

아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할 하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

에 대한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현실이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요한은 사람들을 보내 예

수님께 묻습니다. “오실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

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분이고,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

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성경에서 예고된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

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성취되었

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

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

을, 다시 오심을, 종말을,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년 대림 시기

를 통해 준비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림이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에 대한 보증인 셈입니다.

이제 대림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

다림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희망 안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

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 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

라.”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2/15(Y) 12/22(N) 12/29(N) 1/5(N)
 English Mass: 12/15(Y) 12/22(Y) 12/29(N) 1/5(Y)

40.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공식 전례 기도를 누구에게   

      바치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

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시작 기도, 예물 기도, 영성체 후 기도와 같은 미사의 

공식 예절 기도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성부께 드리는 기도이다. 대부분의 다

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나 종파들의 예식 기도 또한 이 기

본 양식을 따른다.

YOUCAT 발췌

 
The Introductory Rites

The rites that precede the Liturgy of the Word, 

namely, the Entrance, the Greeting, the Penitential Act, 

the Kyrie, the Gloria in excelsi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Collect, have the character of a 

beginning, an introduction, and a preparation.

Their purpose is to ensure that the faithful, who 

come together as one, establish communion and 

dispose themselves properly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to celebrate the Eucharist worthily.

In certain celebrations that are combined with Mass 

according to the norms of the liturgical books, the 

Introductory Rites are omitted or take place in a 

particular way.

 



     공지사항      

대림 시기 판공 성사 
  Sacrament of Reconciliation during Advent
   - 요한 구역(영어): 12월 19(목) 6시 ~ 9시, 센터
            Need Ride? Contact Luke Chae (925-963-6175)
   - 이번 대림 판공성사표는 반장님들을 통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림기간중 판공성사를 보신 분은 사무실이나  
     PMS에 비치되어있는 판공성사표를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전례봉사자 모집
   - 봉사 내용: 미사 해설자. 성체분배자 
   - 신청 접수:  해설자 - 전례부장님, 본당 사무실 /        
                성체분배자 - 주임신부. 
   - 기간: 12월 29일(주일)까지 
   - 성체분배자 교육은 1월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리스도 신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미사는 전례의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봉사는 또한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안내
   - 교리 시작: 12월 15일(오늘), PMS
   - 예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주교 입문과정을 마치고 세례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문과정이란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말하며,    
     평균 5~6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12월 15일(오늘), 교중미사후 오전 10시 30분
   - 장소: PMS

전례 안내
   - 12월 24일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PMS, 저녁 6시,     
     미사 후 센터에서 성탄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대 양쪽에 기도 트리가 준비되오니 미사 시작     
        전에 달아주세요. 
   -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아침 미사: PMS, 아침 9시
   - 12월 29일 주일 합동 미사: PMS, 아침 9시, 미사 후    
     본당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 12월 31일 송년 감사 미사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본당 센터, 저녁 8시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의무): 본당   
     센터, 아침 9시

사목 총회 안내
   - 일시: 1월 5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 목적: 사목회장 선출
   - 참가 대상: 사목위원, 구역장/반장, 재정위원 및 본당    
               제단체 임원
   - 본당 제단체: 성가대, 복사단, 제대봉사/운반팀, 독서단,  
                 해설단, 레지오 마리에 Pr. 성령기도회,     
                 울뜨레아, 향심기도회, 주일학교 교사회,    
                 PTA, 청소년 복사단, 성모회, 요셉회,       
                 요아킴안나회

성모회 판매 안내
   - 한 해동안 판매에 도움주신 모든 교우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판매수익금은 전액 성전마련기금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608 $275 - $3,700 $70 $70 $5,723

마태오 1 12/15(일) 6:00PM 이상덕/이윤정 댁 408 663 7498
마태오 3 12/20(금) 6:00PM 김규영/김현자 댁 412 608 8112

Yohan 12/15(Sun) 5:00PM
Sycamore HOA 
club house

510 409 4603

12월 반모임일정

첫영성체반 학부모 미팅 
   - 일시: 12월 15일(오늘), 오후 1시
   - 장소: 본당 센터

2020년도 성 가브리엘 복사단 신입복사 모집
   - 자격요건: 첫영성체 받은지 2년된 4학년 이상 학생.     
              부활절까지 모든 주일 미사에 참례가능해야 함
   - 마감일: 2019년 12월  15일(오늘)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 (tvkcc.altarservers@gmail.com)

주일학교 겨울방학 안내
   - 12월 22일, 12월 29일, 1월 5일은 주일학교 겨울       
     방학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St. Raphael(고등부) Christmas Event
   - 일시: 12월 21일(토), 오후 1시- 5시
   - 장소: 본당 센터

St. Raphael(고등부) Mass
   - 일시: 12월 21일(토), 오후 5시
   - 장소: 본당 센터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 2019-2020 성경공부
   1.성서사십주간: 2020년 1월 개강
   - 시간: 월요일 오전반 & 토요일 오후반 중 선택
   - 대상: CBLM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 문의: 조경아 글라라(408-701-7144, nccblm@gmail.com)
   2.성서 통독: 2020년 1월 개강
   - 시간: 추후 공지
   - 대상: 모든 교우
   - 신청: 사무장님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5반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6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고문순 마리아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대수(1-12), 김수정(1-12), 김홍락(11,12), 문기석(12),   
     배수완(12), 송형철(12), 안영애(10-12), 이혁주(11,12),    
     임성빈(11), 임재형(9-12), 장찬(12), 조명증(9-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홍락(11,12), 문기석(12), 이혁주(11,12
   - Bishop’s Appeal
    김홍락(11,12), 이혁주(11,12), 주형근(9-12)
   - 성전건축헌금(Building fund)
     문기석, 조원정, 요아킴안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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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