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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본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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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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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심단체

성시간

2018년 12월 30일(제357호)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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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
고해성사
유아세례

오전 9시 - 10시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매 주일 미사 30분 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English Mass

입 당 _114 봉헌 _218 성체 _197, 151 파 견 _113 / 해설 _최유진 (마리스텔라 ) 제1독서_박찬호(바실리오)

입 당 송 |

루카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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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독 서 _성 호 승 (어 거 스 틴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

았네.

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1독 서 |
화 답 송 |

집회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 Behold,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The

Sirach 3:2-6, 12-14

LORD bless you from Zion: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시편 128(127),1-2.3.4-5(◎ 1)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

Psalms 128:1-2, 3, 4-5

제 2독 서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Blessed are those who fear the Lord and walk in his ways.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Alleluia.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받으리라. ◎
○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who walks in his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Let the word of

ways! For you shall eat the fruit of your handiwork; blessed
shall you be, and favored.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
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콜로 3,12-21<또는 1요한 3,1-2.11-24>
Colossians 3:12-21

Christ dwell in you richly. ◎
복

음 |

영성체송 |

루카 2,41-52

Luke 2:41-52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Your wife shall be like a fruitful vine in the recesses of your
home; your children like olive plants around your table. ◎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준호 / 신은경 안젤라님 가정 (루카 3반)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기도하는 가정

본당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성가정의 모습을 다시

다. 부부가 거의 매일 평일 미사를 함께 드릴 정도로

금 묵상하게 됩니다. 성가정은 결코 완벽한 가정을 성

신심이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저

가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 성인과 성모님 그

녁 미사 후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부가

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서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다가오더니 기도를 청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

이겨내셨듯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있

하였습니다. 조용히 성당 한편에서 이유를 물어보니, 얼

더라도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인내로

마 전 병원 검사에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 말할 수

었습니다. 젊은 부부, 가난한 부부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되

분명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것입니다. 그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말과 안수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성가정으로서

기도를 드린 후 그 부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며칠 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 아내는 화학치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

성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성가정 축일

후 남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내를 위해 매일 미사를

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느님 앞에서 끊임

드렸고, 미사 후에는 늘 마지막까지 성당에 머물며 하

없이 기도하는 ‘성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도, 오늘 복음 말

결코 그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고 가난한
부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가 저에게까지도 느껴

씀처럼 하느님 안에서 ‘지혜’와 영적인 ‘키’가 자랄 수
있는 성가정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질 정도였습니다. 미사 후 인사를 나눌 때 눈에 고인
눈물에서 남편의 아픔이 정말 절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미사를 드리는 남편의 모습, 미사 후 침묵
속에 홀로 기도하는 그 뒷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
의 신의와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안
에서 충분히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함
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환한 미소
로 다가와 아내가 놀랍게도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였
으며 이제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넉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이 부부
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12/30(N) 1/6(N) 1/13(Y) 1/20(N)
English Mass: 12/30(N) 1/6(Y) 1/13(Y) 1/20(Y)

고해성사
5.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동일까?
1) 속하는 행동
- 하느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간다.
- 그리스도교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
- 십자가나 성화 등 신앙을 나타내는 성물을 집에 둔다.
- 집에서 깨어날 때와 잠들 때 하느님을 생각한다.
- 주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례한다.
-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맞서 하느님을 변호한다.
- 하느님이 자신의 삶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한다.
- 성경과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찾는다.
-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한다.
- 매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본다.
2) 속하지 않는 행동
-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
-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 하느님보다 사람이나 사물을 더 사랑한다.
- 휴가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단한다.
- 점을 보는 등 미신을 믿는다.
- 즐거움만 쫓느냐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 하느님을 모독하고 시험한다.
- 교회에 대한 편견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다른 이에게
전한다.
-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또는
더 못났다고 생각한다.
YOUCAT 발췌

What is the place of the Our Father in the Scriptures?
The Our Father is the "summary of the whole
Gospel" (Tertullian), "the perfect prayer" (Saint Thomas
Aquinas). Found in the middle of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7), it presents in the form of pray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Gospel.
Why is it called the "Lord's Prayer"?
The Our Father is called the "Oratio Dominica", that
is, the Lord's Prayer because it was taught to us by
the Lord Jesus himself.
What place does the Our Father have in the prayer of
the Church?
The Lord's Prayer is the prayer of the Church par
excellence. It is "handed on" in Baptism to signify the
new birth of the children of God into the divine life.
The full meaning of the Our Father is revealed in the
eucharist since its petitions are based on the mystery
of salvation already accomplished, petitions that will be
fully heard at the coming of the Lord. The Our Father
is an integral part of the Liturgy of the Hours.

본당 사무실 시간: www.tvkcc.org/officeinfo

공지사항
성모회 판매 안내
- 품목: 떡국떡
- 일시: 12월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미사 안내
- 합동 미사(영어미사 없음): 12월 30일(주일), 오전 9시, PMS
- 송년 감사 미사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12월 31일(월), 저녁 8시, 본당 센터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무): 1월 1일(화),
오전 9시, 본당 센터
- 2019년부터 평일 목요미사 시간을 저녁 8시에서 아침
9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많은 참례바랍니다.
주일학교 수업 안내
- 12월 23일, 12월 30일, 1월 6일은 Winter Break로
주일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사랑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월 5일(토), 오전 8시
- 장소: 본당 센터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 일시: 1월 5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본당 센터
Youth Day 2019
- 주제(Theme): Be The One
- 일시(Date/Time): Jan 5th(Sat), 8:30AM
- 장소(Location):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Parish in San Jose)
- 대상(Who): 7th - 12th
- 신청: https://www.koreancatholicyouthday.org/
-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교감에게 문의 바랍니다. Please contact respective
Sunday School teacher or Young Joo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including registration detail.
주일학교 고등부 미사와 모임 안내
St. Raphael Youth Mass & Meeting
- 일시: 1월 12일(토), 5시-6시(Youth Mass), 6시-8시(Meeting)
- 장소: 본당 센터
- 1월 5일(토)과 19일(토)는 Youth Day와 Martin Luther
King Jr. Day로 인해 고등부 미사와 모임이 없습니다.

온라인 봉사 신청: www.tvkcc.org/node/1342
영어 미사 전례 신청: Susan Chough(susanchough@yahoo.com)

1월 반모임일정
마태오 7
3
6
루카 4
7
2
3

1/11(금) 6:00
1/19(토) 7:00
1/25(금) 6:00
1/05(토) 6:00
1/13(일)11:30
1/26(토) 7:00
1/26(토) 7:00

PM
PM
PM
PM
AM
PM
PM

김홍기/김길자 댁
본당 센터
김민규/송봉금 댁
이환/이성숙 댁
본당 센터
김영호/김난주 댁
서은식/양지선 댁

209
408
925
925
707
408
720

6527
8567
9077
9949
9340
4281
7256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5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6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홍근의 세바스찬 / 엄명화 요안나 가정
- 12월 24일 성탄 성야 간식: 사목회
- 12월 25일 성탄 간식: 함종식 마티아 / 이복준 세실리아
가정, 성모회, 주일학교 PTA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간식 봉헌:
조상준 미카엘 / 박현진 엘리사벳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Bishop’s
교무금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491
$278
$6,610

성소후원
$95

Appeal
$115

합계
$11,118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

-

-

24일 구유예물: $1,378
24일 성탄전야: $1,288
25일 성탄미사: $1,632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민규(1-12), 김윤숙(10-12), 남석훈(12), 손완수(10-12),
원동기(12), 이혁주(1,2/2019), 조재우(11,12), 조희진(11,12),
주영근(9-12), 최교운(11,12), 하창완(12), 함용기(11),
홍사은(1-6/2019), 홍사현(12), 홍성호(9-12)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남석훈(12), 최교운(11,12), 하창완(12), 홍사현(12)
Bishop’s Appeal
남석훈(12), 이혁주(1,2/2019), 최교운(11,12), 하창완(12),
홍사현(12)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강호중, 고문순, 남석훈, 한영준, 마태오 4반, 마태오 8반,
묵주판매 대금
지난 12월 9일자 주보에 게재된 오타를 수정합니다.
(“안나회, 요아킴” → “요아킴회 및 안나회”)
꽃봉헌: 루카7반

1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1월6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교정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489
708
337
621
305
499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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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