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신부: 김종광 요한사도
사 목 회장 : 함종식 마티아
총 구역 장 : 이종구 안드레아

주님 공현 대축일
본당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 ail: office@ 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신심단체
성시간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30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8시 30분

925-519-8471
925-579-4260
650-291-7088

2018년 1월 7일(제306호)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교중미사

미 사
고백성사
유아세례

오전 9시 - 10시
10:30 AM - 11:30 AM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평일미사
목요일 오후 8시
매 주일 미사 30분 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English Mass

입 당 _100 봉 헌 _213, 112 성 체 _180, 특 송 파 견 _100 / 해 설 _ 박 태 영 (실 비 아 ) 제 1독서 _ 김지용 (예로니모 ) 제 2 독 서 _ 홍 순 미 (테 오 도 라 )

입 당 송 |
보라, 만군의
제 1독 서 |
화 답 송 |
◎
◎
○

○

○

○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이사 60,1-6
Isaiah 60:1-6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Psalms 72:1-2,7-8,10-11,12-13
주님 ,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O God, with your judg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ment.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The kings of Tarshish and the Isles shall offer gifts; the kings
of Arabia and Seba shall bring tribute. All kings shall pay him
homage, all nations shall serve him.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제 2 독 서 | 에페 3,2.3ㄴ.5-6
Ephesians 3:2-3a, 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Matthew 2,2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
복
음 | 마태 2,1-12
Matthew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

을 알아내고, 자신들의 목표를 찾으려고 먼 길을 마다

하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

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수님은 구경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경

은 위험한 여행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인과

고 그분께 참된 예배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

이방인을 아울러 모든 이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대의 정

분은 구원을 찾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성으로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모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은 포

습으로 오는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우

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리도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예물을 바쳐야 하겠습니

구세주의 모습이라기보다 한없이 약하고 작은 모습입

다.

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과 개방성이 담겨 있

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

는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심

니다. 그래서 복은 서로 빌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과 희

은 특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함입니다.

것은 최대한의 노력과 기원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도 그 옛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찾은 동방박사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
다. 황금은 임금께만 바치는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
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향은 사제들이 제사 때 분향하는 일종의
향료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
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
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과 십
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분임을 알아보았다는 위대한 예
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5분 교리

Class: 1/7(Y) 1/14(N) 1/21(Y) 1/28(Y) 2/4(Y)
English Mass: 1/7(Y) 1/14(Y) 1/21(Y) 1/28(Y) 2/4(Y)

주요 전례 시기: (1) 대림 시기

Major events during liturgical year: (1) Advent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으로 이

The advent period is four weeks before Christmas

것은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한다. 대림은

which represents the time of waiting for the promised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Savior.

그분의 역사적 탄생을 기념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arrival of the Lord, to commemorate his birth, to look

영광스런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와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forward to the glorious return of the last day and to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다.

the daily life of our community.

In church, “Advent” means to wait for the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제의가 자색이

During this period, the purple color is used widely

며 속죄와 회개를 촉구한다. 특히 대림 3주일에는 장미색

for signifying atonement and repentance. However, in

제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에게 희망의 날

the third week, the rose color is used to show hope

이 왔음을 알리고 더 큰 기대와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and provide greater expectation and comfort to all
believers.

대림 시기 전례의 특징은 제대 주위의 화려함을 피하
고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다.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

The characteristics of advent period are to avoid

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단독 연주를 금

flashy colors and splendor attires.

During mass, ‘Glory

한다. 혼인 성사를 집행할 때에도 화려함을 피한다.

to God’ is omitted and music instruments should only
be used to support the choir, not for any solo
performances.

And avoid lavish marriage ceremonies

during Advent period.

본당 사무실 시간: www.tvkcc.org/officeinfo

온라인 봉사 신청: www.tvkcc.org/node/1342

공지사항

영어 미사 전례 신청: Susan Chough(susanchough@yahoo.com)

1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1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10시 30분
- 장소: PMS 교정
2018 북가주 청소년의 날(1월 6일)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all those Counselors and Volunteers who
helped the NorCal Youth Day.
청년들의 모임인 코너스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our Youth group, Cornerstone,
please contact Alex Hahm(hyonghahm@gmail.com)

-

성모회 총회
일시: 1월 14일(주일), 교중미사 후 10시 30분
장소: 본당 센터
그동안 성모회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점심이 제공됩니다.

주일학교 안내
- 1월 14일(주일) 주일학교 수업이 MLK 휴일로 인해
없습니다.
- No Sunday School Class on Jan 14th.
1월 반모임 일정 Ban-Moim
마태오 7
6
5,9
루카
3
7
4
2
Yohan 1

1/12(금) 6:30
1/13(토) 5:00
1/27(토) 6:00
1/13(토) 6:00
1/13(토) 6:00
1/20(토) 6:00
1/27(토) 8:00
1/27(Sat)5:00

PM
PM
PM
PM
PM
PM
PM
PM

김홍기/김길자 댁
김도연/박지영 댁
김경식/윤재경 댁
최교운/김호은 댁
김국진/김혜숙 댁
이 환/이성숙 댁
김영호/김난주 댁
John/Anna Lee

209
925
925
408
707
925
408
425

489
337
660
507
305
621
499
281

6527
9077
9839
3227
9340
9949
4281
6772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 레지오에서 손수 만든 묵주,
묵주지갑, 및 매일미사커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MS또는
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대 운반팀 모집
- 주일 미사를 PMS에서 봉헌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구들을
센터에서 가져왔다가 미사 후 다시 가져가야합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해주신 제대 운반팀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봉사시간: 주일 미사 전 (오전 7시 30분 - 8시 10분)
또는 미사 후(오전 11시 20분 - 오후 12시)
- 연락처(정경수 미카엘, 925-989-7173)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이정 아델라 가정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6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7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1,758.46
($1,512.46/
$246)
1월1일대축일
($1,165)

$4,530

$140

$260

$7,853.4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2), 김재우(4-12), 문기석(1/2018), 서한승(1-3/2018),
성영진(12), 성호승(1-12), 이기정(9-12),이상덕(10-12),
이연호(1/2018), 이정(7-12), 이태원(1/2018), 장찬(12),
정성진(11,12), 정종락(1/2018), 하성곤(11,12), 하창완(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2), 문기석(1/2018), 이연호(1/2018), 정성진(11,12),
하성곤(11,12), 하창완(12)
- Bishop’s Appeal
김성치(12), 이연호(1/2018), 정성진(11,12), 지택근(1-12),
하성곤(11,12), 하창완(12)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고건철, 김성치, 문기석,
지택근, 황종영, 레지오묵주판매대, 성가대, Grace Chang
(센터 임대인)

2018년 본당 달력이 반장님을 통해 배부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이나 반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parish calendar is distributed through Banjangnim.
Please contact the distric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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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목요일: 저녁 8시 30분 - 9시 30분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