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 박찬호 바실리오  408-708-8567

부활 제5주일                                                               2020년 5월 10일(제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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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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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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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이주일(사도요한) 제2독서_이주일(사도요한)

입 당 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

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 1독서  |   사도 6,1-7   Acts 6:1-7

화 답 송 |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Psalms 33:1-2, 4-5, 18-19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

   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

   러라. ◎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Give thanks to the LORD on the harp; with the ten-stringed  

   lyre chant his praises.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Upright is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his works are      

   trustworthy. He loves justice and right; of the kindness of the  

   LORD the earth is full.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

   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

   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제 2독 서  |   1베드 2,4-9   First Peter 2:4-9

복음환호송 |    요한 14,6 참조   John 14:1-12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says the Lor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

복    음 |   요한 14,1-12   John 10:1-10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

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

루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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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너그러운 마음 갖기!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

한 14,1-2)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여러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해줍니다.

우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

구나 싶은 안도감이 듭니다. 또 물론 개개인마다 입장

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집은 사

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곳은 아니겠다 싶은 생

각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우리가 

살 곳이 충분히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보다 멋진 구원 약속이 어디에 있

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 하느님이 얼

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신가 감탄하게 됩니다. 내가 구

원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건 이루어내지 못했

건 상관없이, 혹은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겼건, 키가 작고 

못생겼건 상관없이, 혹은 피부나 출신지나 학위 등 무

엇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받아들일 만큼 하느님의 

마음은 크고 넓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

렇다면 이렇게 포용력이 크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이런 넓은 마음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하도

록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

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신천

지’ 내지 ‘JMS’ 같은 잘못된 유사종교에 빠지는 이들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저’ 세상에 대

한 관심만 과도하게 많은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러면서 ‘저’ 세상에서는 주목도 받고 권력도 누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저세상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

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제단

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교형자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에

도 잘 나오지 못하고 미사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우리에게 공포와 걱정을 끼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작은 ‘부활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5분 교리

56. ‘매일의 묵상’은 무엇인가?

묵상 방법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모든 영성 저술가들

은 매일의 묵상을 권고한다. 즉 묵상이 신앙생활의 일상

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지속적인 현존에 대한 

체험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기도를 할 

때나 전례기도에 참여할 때, 다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The Preparation of the Gifts

74. The procession bringing the gifts is accompanied 

by the Offertory Chant (cf. no. 37 b), which continues 

at least until the gifts have been placed on the altar. 

The norms on the manner of singing are the same as 

for the Entrance Chant (cf. no. 48). Singing may always 

accompany the rite at the Offertory, even when there 

is no procession with the gifts.

75. The bread and wine are placed on the altar by 

the Priest to the accompaniment of the prescribed 

formulas; the Priest may incense the gifts placed on 

the altar and then incense the cross and the altar 

itself, so as to signify the Church’s offering and prayer 

rising like incense in the sight of God. Next, the Priest, 

because of his sacred ministry, and the people, by 

reason of their baptismal dignity, may be incensed by 

the Deacon or by another minister.

76. Then the Priest washes his hands at the side of 

the altar, a rite in which the desire for interior 

purification finds expression.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5/10(N) 5/17(N) 5/24(N) 5/31(N)
 English Mass: 5/10(N) 5/17(N) 5/24(N) 5/31(N)   

   
∎첫영성체, 세례식, 견진성사 안내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활 대축일에 이루어지지 못한    
     세례식과 견진성사, 5월 10일 예정이었던 첫영성체는   
     5월 31일 이후 교구 및 카운티의 지침에 의거 모임이   
     가능한 시점에 일정을 다시 잡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2학년 졸업 축복식 안내
   - 인원 분산을 위하여 12학년 졸업 축복식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1차: 5월 17일(주일), 미사 중
   - 2차: 5월 24일(주일), 미사 중
   - 대상: 12학년 졸업생 전원(주일학교 등록 여부 불문)
   - 신청: 주영근 요한(young.k.joo@gmail.com) 
   - 마감: 5월 10일(주일)

∎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 2020년 2학기 성서 40주간 신청 안내
   - 기간: 2020년 8월 마지막 주 - 12월 둘째 주
   - 편성: 1) 월요일 오전반 - 센터
          2) 토요일 오후반 - 온라인
   - 대상: CBLM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 신청 기간: 5월 2일(토) - 17일(일)
   - 문의: 조경아 글라라(408-701-7144, nccblm@gmail.com)

∎5월 본당 행사 취소 및 연기 안내
   - Corona 상황에 따라 금년 성모님의 날 행사는 취소     
     되었습니다.
   - 야외미사는 하반기로 잠정 연기합니다.

∎평일 온라인 미사 안내
   - 매주 화, 수, 목
   - 시간: 오전 9시 30분

∎미사 중단 기간 중 헌금 안내
   -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3월 31일자 이메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봉헌금: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
   - 신청 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1. 방송(온라인, TV, 라디오)미사에 참여합니다.
   2.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3.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성경 읽기(그날의 독서와 복음)로 대신합니다.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3월 14일자 이메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일시 중단  Sunday Class Suspended
   - 기간: 추후 통지시까지  Until Further Notice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은경(1,2), 고형주(1), 권준협(1-12), 공행주(3,4),        
     김국진(4,6), 김대수(1-6), 김윤숙(3,4), 송형철(3,4),       
     이연호(4,5), 이재실(4-6), 조현대(5)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권준협(1-12), 김국진(4-6), 이연호(4,5), 이재실(4-6),      
     조현대(5)
   - Bishop’s Appeal
     권준협(1-12), 김국진(4-6), 이연호(4,5), 이재실(4-6),      
     조현대(5)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고은경,권준협
   - 감사헌금: 김대수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660 - - $3,545 $1,270 $705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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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