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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온라인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울뜨레야: 온라인
향심 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일시 중단

주일 / 평일미사: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
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

고해성사
교중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해설_권현정(안젤라) 제1독서_홍순미(테오도라) 제2독서_홍순미(테오도라)

입 당 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 1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Acts 10:25-26, 34-35, 44-48

화 답 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2 참조)

             Psalms 98:1, 2-3, 3-4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

   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

   셨네.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eak into song;    

   sing praise. ◎

제 2독 서  |   1요한 4,7-10   First John 4:7-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Whoever loves me will keep my word, says the L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

복    음 |   요한 15,9-17   John 15:9-17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

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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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윤정의 알퐁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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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이었던 포도나무의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뜻임을 오늘 복음은 설명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건네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의 죽음

을 받아들이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남기

신 말씀, 새로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말씀입니

다. 당신의 제자들이 언제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

라며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들을 종이 아

닌 당신의 친구로 대해주십니다. 친구란 서로의 약함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이며 자유로운 

대화와 동행이 가능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눈길은 늘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그 뜻을 헤아리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

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느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당연히 

그것을 실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

는 계명의 실천은 그저 지워진 의무를 채우는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의 수행은 짐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보다도 

인격적인 행위이기에 자유롭게 드러나야 합니다. 명령

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란 진정한 의미의 사랑

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

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은 먼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어 누구나 

예외 없이 당신 사랑 안에 머물도록 초대하시고 우리

를 당신의 친구로 들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이들로 뽑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그때 우리

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5분 묵상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15,12)고 말씀하셨으며, 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사

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느님을 안다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자고 권고하십니다(1요한 4,7-8). 사람들이 평생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사랑 받는 존재다‘라는 말

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있

어서 너무 기쁘고 좋구나.‘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물과 같아

서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 썩듯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

게 주지 않으면 썩은 사람, 곧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

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

니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참히 세상을 떠나야 

했던 동생. 그 일로 인해 세상을 등지며 살다 결국 정신

병원에 수용,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자기를 건드리는 사

람을 때리고 물고 뜯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변화되었

습니다. 그녀는 보모로부터 나누어 받은 사랑으로 말미

암아 또 다른 이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사람이 될 수 있

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반.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로 유명한 그녀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에게 자신이 받은 사

랑을 나누어 주었던 앤 설리반 선생은 모두가 포기했던 

헬런 켈러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그녀는 48년 동안 헬렌 켈러 옆에서 그 사랑을 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

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

니다. 혹시 내 안에 고인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는 않은

지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화여 죽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

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부활 판공성사 기간 종료
   - 성사를 보시지 못한 신자들을 위하여 연장되었던       
     판공성사 기간이 5월 15일(토)부로 종료됩니다. 아직    
     성사를 보시지 못한 신자들은 이날까지 성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 장소: 센터 1층
   - 후면에 주차하신 후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성모님의 날 행사
   - 성모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인 5월 30일 교중미사는   
     성모님의 날 행사를 겸하여 봉헌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축복식 
   -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축복식이 있습니다.
   - 일시: 6월 6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San Ramon Sports Park 
           (5261 Sherwood Way, San Ramon, CA 94582)
   - 대상: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본당 소속 12학년 학생들   
          (가족 참석은 본인 외 2명 제한)
   - 신청서: http://www.tvkcc.org/sundayschool20202021/,   
            5월 23일(주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주일학교 교감 주요한(425-281-6772)

∎울뜨레야 월례모임
   - 일시: 5월 15일(토), 오전 11시 -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링크는 이메일과 카톡으로 추후 공지)
   -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월 반모임일정

∎TVKCC 온라인 묵주기도 안내
   - 일시: 매주 수, 금, 오전 9시 30분 - 10시
   - Zoom ID: 821 2573 3564       
   - Passcode: 1004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prayer_requests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5), 김영호(1-5), 김정주(4,5), 남석훈(5), 엄난희(5,6),  
     정종락(5), 지택근(4,6), 하성곤(3-5), 홍사현(5,6),         
     홍석제(3,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5), 김영호(1-5), 김정주(4,5), 남석훈(5), 엄난희(5,6),  
     정종락(5), 지택근(4,6), 하성곤(3-5), 홍사현(5,6),         
     홍석제(3,4)
   - Bishop’s Appeal
     고문순(5), 김영호(1-5), 김정주(4,5), 남석훈(5), 엄난희(5,6),  
     정종락(5), 하성곤(3-5), 홍사현(5,6), 홍석제(3,4)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김현국 신부님, 남석훈
   - 감사헌금 이원숙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315 - - $3,680 $340 $310 $5,645

루카   1 5/30(일) 8:00 PM 온라인 408-833-0547
       2 5/15(일) 8:00 PM 온라인 925-286-5815
       3 5/22(토) 5:00 PM 온라인 858-334-8454
       4 5/29(토) 5:00 PM 온라인 925-551-1233
       6 5/22(토) 10:30 AM 온라인 925-519-3637
마태오 2 5/15(토) 8:00 PM 온라인 412-608-8122
       3 5/22(토) 7:00 PM 온라인 224-707-0119
       4 5/19(수) 8:30 PM 온라인 412-273-2418
       5 5/22(토) 8:00 PM 온라인 408-966-5496
       6 5/15(토) 7:00 PM 온라인 925-364-1256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시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시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화, 목, 토):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http://www.tvkcc.org/sundayschool20202021/
http://www.tvkcc.org/giving-2
http://www.tvkcc.org/prayer_requ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