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 하성곤 요제프    408-497-2061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2021년 11월 21일(제508호)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온라인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평일 미사 후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 아 세 례 일시 중단

입당_78 봉헌_217, 510 성체_185, 160 파견_77 / 해설_조경아(글라라) 제1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제2독서_홍순미(테오도라)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Slyvia Sicat  2nd Reader_Ian Kim  Prayer_Jackie Chung

입 당 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

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 서 |   다니 7,13-14   Daniel 7:13-14

화 답 송 |   시편 93(92),1ㄱㄴ.1ㄷ-2.5(◎ 1ㄱ)

               Psalms 93:1, 1-2, 5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The LORD is king; he is robed in majesty.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The LORD is king, in splendor robed; robed is the LORD and  

   girt about with strength.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

   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And he has made the world firm, not to be moved. Your    

   throne stands firm from of old; from everlasting you are, O  

   LORD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

   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 Your decrees are worthy of trust indeed; holiness befits your  

   house, O LORD, for length of days. ◎

제 2독 서  |   묵시 1,5ㄱㄷ-8   Revelation 1:5-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that is to come ◎

복    음 |   요한 18,33ㄴ-37   John 18:33-37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

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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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합의성

지난 10월 10일 교황님께서는 ‘공동합의성’을 위한 

세계주교 시노드를 여는 개막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 다가

올 시간을 함께 잘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

러면 신자로서 ‘공동합의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이번 주일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면

서, ‘공동합의성’이라는 주제를 대축일 성경 말씀에 비

추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제1독서(다니 7,13-14)에서 다니엘 예언자가 밤에 본 

환시를 설명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

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14절)라는 이 구약성경 구절

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2독서(묵시 1,5ㄱㄷ-8)에서는 제1독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됩니다.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맏

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

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

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5-6절) 주님께서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 시라

는 것은 당신께서 그들보다 높으시다는 뜻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복음(요한 18,33ㄴ-37)에서 십자가 수난과 죽음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나누셨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36절)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는 이 세상 지배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지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

는 세상의 논리로 득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당신 목숨까지 바치

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구성원

들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돌

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교회가 참다

운 하느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즉 주님처럼 이 땅 

위에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공동합의성’은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가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동

합의성’이란 교회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와 일치를 

나누며,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

화와 소통으로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여정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5분 묵상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입니다. 미

사 때나 전례 거행에서 자주 불리는 성가 50번에서 54

번까지의 성가도 이 시편을 가지고 작곡된 것입니다. 서

구에서는 종종 축하연에서 이 시편이 낭송되었다고도 

합니다. 한번은 당대 최고의 배우가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노신사가 배우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

신의 그 멋진 목소리를 시편 23편을 한 번 들려줄 수 

없습니까?” 배우는 곧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

다.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배우가 낭송

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

시 후 배우는 노신사에게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해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천

천히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

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이번에는 극장에 침

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

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 침묵을 깨며 배우가 입

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시

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착한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

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온 누리의 임

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축일‘을 지내며 주님

을 임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며 목자로 고백하였  

                                                  

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요한 10,11).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항상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목

자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서를 머리로만 또는 입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 성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음성

으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만이 우리가 

읽은 성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 있는 말씀

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한 주간 마음

으로 성서를 읽어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예비 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오늘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 세 분의 자매님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 예비 신자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이정미, 최지혜, 심연수
                     (2022년 부활 세례반)

∎11월 주요 전례 일정
   - 11월 25일(목): Thanksgiving, 미사 없음
   - 11월 26일(금): Thanksgiving, 미사 없음
   - 11월 28일(주일): 대림 제1주일

∎2021년 대림시기 마태오 복음 묵상
   - 기간: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 방식: 마태오 복음서 이어쓰기와 통독 중 한가지 선택
   - 묵상 노트는 본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묵상 노트 다운받기: www.tvkcc.org/advent2021

∎미사전례 성가 변경 안내
   - 대림1주일(11월 28일) 미사부터 미사 때 불리우는      
     전례성가가 바뀝니다. 
   - 악보는 성당홈페이지 참조: www.tvkcc.org/hymn

∎요아킴 안나회 정기총회 안내
   - 2021년도 총회와 송년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28일(주일), 미사 후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 장소: Clementine‘s
           18070 San Ramon Valley Blvd. San Ramon

∎불우이웃 돕기 Warm Coat Drive
   - 불우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Coat Drive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oat 수거: 12월 5일(주일), 당일 1회
   - 도네이션 대상: coat, jacket, sweater, blanket(깨끗이    
                   사용한, 또는 새 제품)
   - 도네이션 방법: 수거 당일 성당 현관에 수거함 비치 예정
   - 수거된 아이템들은 Stockton에 있는 St Mary‘s Dining   
     Room에 기부됩니다. 
   - 문의: 채성우 루카(925-963-6175)

∎"Songs of Christmas " - CCOP Annual Christmas Concert 
   - 'The Blessing'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CCOP 주최 성탄  
     음악제에 모든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저희 TVKCC 성가대도 찬조 출연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시: 12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 문의: 홍사현 요셉(510-676-6716)

  

  
∎성모회 판매 행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2021년 성모회 마지막 공동구매를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체 조배 시간 안내
   - 성체 조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당 문을 개방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매주 월, 수 오후 12시 45분 - 6시 30분
          12월 매주 월, 오후 12시 45분 - 6시 30분
                     수, 오후 12시 45분 - 5시
   - 장소: 소성전 제대 뒤편 조배실
   - CCOP 신자들과 함께 이용 하시게 됩니다.

∎제단체 연말 모임 장소 예약 안내
   - 센터에서의 마지막 연말 모임을 아래와 같이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기간: 11월 14일 - 12월 19일
   - 문의: 사목회 총무(408-507-3227, jasonguchoi@gmail.com)

∎Check 수취인 표기 변경 안내
   - 본당 거래 은행인 Wells Fargo Bank의 요청에 따라     
     향후 본당에 납부하시는 Check의 수취인란 기재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 전: TVKCC, 
     변경 후: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 교무금, 주일헌금, 성전기금 등 납부시 반드시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홍락(11,12), 이예진(11), 이주일(7-12), 조윤나(11,12),  
     하창완(11), 홍사현(1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홍락(11,12), 하창완(11), 홍사현(11)
   - Bishop’s Appeal
     김홍락(11,12), 하창완(11), 홍사현(11)
   - 감사헌금 김지용
   - 도넛 봉헌 함 종식 마티아, 이 복준 세실리아 가정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986 $445 $2,130 $95 $95 $4,751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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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