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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28주일                                                             2018년 10월 14일(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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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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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목요일 오후 8시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입당_55(1-2) 봉헌 _216, 55(3-4) 성체 _153, 183 파견_459 /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박찬호(바실리오)  제2독서_김미정(안나)
1st Reader_Yena Lee(Christina)  2nd Reader_Emily Kim(Raphaela)  Prayer_Lea Seo(Lea)

입 당 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 1독서  |   지혜 7,7-11     Wisdom 7:7-11   
화 답 송 |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Psalms 90:12-13, 14-15, 16-17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Fill us with your love, O Lord, and we will sing for joy!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
   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
   비를 베푸소서. ◎
○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wisdom of heart. Return, O LORD! How long? Have pity on  
   your servants!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   
   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Fill us at daybreak with your kindness, that we may shout for  
   joy and gladness all our days. Make us glad, for the days  
   when you afflicted us, for the years when we saw evil.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Let your work be seen by your servants and your glory by   
   their children; and may the gracious care of the LORD our   
   God be our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for u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
제 2독 서  |   히브 4,12-13     Hebrews 4:12-13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Alleluia.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복    음 |   마르 10,17-30<또는 10,17-27>    Mark 10:17-30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Bora Kim 까리따스 / Aaron Dragomir 가정 (요한 2반)

김종욱 도미니코 / 임춘희 브리짓다 가정 (루카 8반)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Virginia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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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복음은 길을 막 떠나시려는 예수님께 어떤 사

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

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

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해서

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 횡령해서는 안 된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에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

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십

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

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

나갑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

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주춤해지곤 합니다. 그

러면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한편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주님의 눈길에 마음이 자꾸 

갑니다. 이어서 드는 생각은, ‘재물이 많은 성실한 젊은

이가 이후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

입니다. 특히 삶의 굴곡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리해야

만 했을 때 말입니다. 그는 그 어느 땐가 마음이 움직

이면서 재산 일부를 희사하였겠고, 그러다 보니 자유로

워지고 평화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차츰 

자선과 희사는 그 액수를 더해 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

닌 하느님의 것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면서, 

존재론적인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

였으리라 묵상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바라던 영원

한 생명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

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문합니다. 지금 내가 소

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영원

한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분명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

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

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삶의 한가운데로 모시

려고 애쓰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재

산이 많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

선을 의식하지 못한 젊은이가 마침내 그를 향한 사랑

의 시선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자유와 평화 그리

고 기쁨이 엄습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이 허

락하신 선물입니다. 오늘의 복음환호송입니다. “알렐루

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

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0/14(Y) 10/21(Y) 10/28(Y) 11/4(Y) 
    English Mass: 10/14(Y) 10/21(Y) 10/28(Y) 11/4(Y) 

전례봉사자: 독서자

3. 독서자의 의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전

례(32항)에서 ‘독서를 봉독하는 평신도들은 교육시켜 하느

님 말씀을 경건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

였다. 이처럼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예외 없는 규율이며, 

그리스도인이면 직위 없이 혹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이

러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훌륭한 성경 봉독

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독서자의 신중하고 경건한 마

음과 몸의 자세, 의복의 중요성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 

4. 독서자의 교육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러므로 말씀으로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가득한 봉사이다. 그리고 또한 독

서의 봉독은 ‘회중 앞에서’ 읽는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교회의 공적인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

시므로, 살아 있는 소리를 지닌 독서자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이다. 따라서 독서자의 말씀의 식탁에 대한 임무는 특

정한 전제 조건과 몇 가지 요구가 채워질 때 보다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에 독서자는 영성적 준비(묵상, 이해, 확신)와 기술적 

준비(발음, 속도, 음정, 마이크 사용)를 실천해야 한다.

What is the purpose of punishment?

A punishment imposed by legitimate public authority 

has the aim of redressing the disorder introduced by 

the offense, of defending public order and people's 

safety, and contributing to the correction of the guilty 

party.

What kind of punishment may be imposed?

The punishment imposed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Given the possibilities which 

the State now has for effectively preventing crime by 

rendering one who has committed an offense 

incapable of doing harm, the cases in which the 

execution of the offender is an absolute necessity "are 

very rare, if not practically non-existent." (Evangelium 

Vitae). When non-lethal means are sufficient, authority 

should limit itself to such means because they better 

correspond to the concrete conditions of the common 

good, are more in conformity with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do not remove definitively from 

the guilty party the possibility of reforming himself.



     공지사항   
본당 사무실 시간: www.tvkcc.org/offi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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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미사 안내
   - 성전마련과 관련한 신부님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 10월  
     16일(화) - 27일(토)까지 평일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10월 판매 안내
   - 품목: 김치, 고구마, 떡국떡
   - 일시: 10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김치는 10월13일(토) 미사 후   
          센터에서도 픽업 가능)

울뜨레야 10월 모임
   - 일시: 10월 18일(목), 저녁 8시
   - 장소: 본당 센터

북가주 전체 레지오 단원 교육 / 피정
   - 일시: 10월 20일(토), 오전 9시 - 오후 3시(파견미사)
   - 장소: 오클랜드 한인 성당
   - 강사: 김한모(바오로) 신부님 / 조화선(마오로) 수녀님
   - 대상: 레지오 단원을 포함한 모든 교우

주일학교 고등부 미사와 모임 
  St. Raphael Youth Mass & Meeting
   - 일시: 10월 20일(토), 4시-5시(Meeting), 5시-6시(Youth Mass)
   - 장소: 본당 센터

성모회 10월 모임
   - 일시: 10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 대상: 성모회원 전체

오클랜드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설명회
   - 일시: 10월 2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10분
   - 장소: PMS 600 번 교실

성가브리엘 복사단 PTA 월례회의
   - 일시: 10월 21일(주일),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성가브리엘 복사단 월례회의
   - 일시: 10월 21일(주일), 12시
   - 장소: 본당 센터

예비자 교리반 안내
   - 11월부터 예비자 교리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입교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 입교 권면 → 교리반 인도 → 교리 → 세례)

10월 반모임일정

교무금 및 주일헌금 봉헌 안내
   - 연말 세금 보고 시 필요한 기부금 증명서를 가구별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매주일 교무금 및 주일헌금을       
     가구별로 그 액수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교무금 및    
     주일헌금을 내실 때, 봉투 또는 체크에 신자등록번호    
     (교적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봉사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증명서가 필요 없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tvkcc.org/node/1403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7반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1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김홍락 바오로 /  박경희 실비아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10), 김순삼(10), 김형근(7-12), 김홍기(10),        
     박일신(10), 배수완(10), 변태근(8-10), 이줄리아(10-12),   
     장찬(10), 조윤나(9,10) ,조현대(10), 하창완(9), 함용기(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10), 박일신(10), 조현대(10), 하창완(9)
   - Bishop’s Appeal
     고문순(10), 조현대(10), 하창완(9)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박일신, 이줄리아, 산호세성당, 성령기도회, 성모회, 익명
   - 광고
     뉴스킨, Tri-valley Orthodontic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2,053
($1,572/$482)

$3,440 $70 $50 $5,613

마태오 3 10/20(토) 7:00PM 본당센터 408 708 8567
루  카 7 10/14(일)11:30AM 본당센터 707 305 9340
       2 10/20(토) 8:00PM 원동기/원영자 댁 408 499 4281
       4 10/27(토) 6:00PM 강희석/이명일 댁 925 621 9949
Yohan 1 10/20(Sat)5:00PM Stanley/Jina Wu 925 858 7037

                            선교: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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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