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총구역장 : 조재우 요셉      408-966-5496

사순 제5주일                                                                 2022년 4월 3일(제527호)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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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입당_491 봉헌_213, 219 성체_187, 498 파견_490 / 해설_손영채(아녜스) 제1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제2독서_홍순미(테오도라)
Narrator_Rolly Bantugan   1st Reader_Robert Strawn   2nd Reader_Teddy Lee   Prayer_Cindy Lee

입 당 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 서 |   이사 43,16-21   Isaiah 43:16-21     
화 답 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Psalms 126:1-2, 2-3, 4-5, 6.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찼네. ◎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 we were  
   like men dreaming.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glad indeed.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 Those that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 carrying the seed to be     
   sown,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 carrying their sheaves.  
   ◎
제 2독 서  |   필리 3,8-14   Philippians 3:8-14
복음환호송 |    요엘 2,12-13 참조   Joel 2:12-13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
   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 Even now, says the Lord, return to me with your whole      
   heart; for I am gracious and merciful. ◎
복    음 |   요한 8,1-11   John 8:1-11
영성체송 |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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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홍재영 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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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묻지 마세요

흘러간 옛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

거를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

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 43,18-19) 주님께서 바

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바오

로 사도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

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

님을 닮아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

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필리 

3,13)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

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그 

여인이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으셨고, 죄에 대한 용서

를 별도로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다

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과거가 있

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

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안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

을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기적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

리가 당신과 하나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 제5주일입니다. 머리에 재를 받고 시작한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우

리 신앙의 핵심 신비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핵심 신비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스카Pascha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파

스카는 ‘거르고 지나간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스라

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

님은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마침내 부활하셨습

니다. 예수님의 파스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

처럼 고통과 죽음을 넘어 부활(파스카)해야 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파스카하기! 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허

물로 누벼진 과거일랑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향해 나

아갑시다. 극기와 절제로써 실천하기로 한 사순절의 결

심을 다잡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경축할 때까지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경촌티모테오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5분 묵상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

의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과 여론의 뭇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뭇매는 여러 사람이 한꺼

번에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즈음

은 SNS의 발달로 사회적 뭇매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그러

운 사회적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간음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

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도

록 되어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이

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사회적 뭇매를 치는 것

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사회적 용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시기 동안에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비와 너그러움을 우

리도 이웃들에게, 공동체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회개

의 삶, 곧 주님께 되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비의 날

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큰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

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너그러우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나비효과처럼 우리 자신은 물론 공동

체 전체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기 않겠다. 가라, 그리고 너도 남들 단죄하

지 마라.’ 여러분 모두가 너그러움을 실천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성주간 전례 일정
    - 4월 10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오전 9시)
    - 4월 12일(화): 성유 축성 미사(오전 10시),
                   오클랜드 주교좌 성당(본당 미사 없음)
    - 4월 14일(목): 주님 만찬 미사(오후 8시, CCOP와 함께)
    - 4월 15일(금): 십자가의 길(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오후 6시)
    - 4월 16일(토): 파스카 성야 미사(오후 8시, CCOP와 함께)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성당 
                 (오후 7시 30분: 영어 별도진행)
       Ø진행담당 일정
         Ÿ 4월 8일: 루카 4, 5, 6, 7          
         Ÿ 4월 15일(성금요일): 오후 3시, 꾸리아

∎부활 판공성사 안내
    - 4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한국어, 영어), 소성당 고해소 
    - 4월 7일(목), 오후 7시 – 8시 30분(한국어), Room B 
    - 주일, 평일 미사 30분 전

∎주일학교 견진 대상자 고해성사
    - 일시: 4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 장소: 소성당 고해소                                 
                  
∎TVKCC 가톨릭 성서모임 말씀봉사자 4월 월례회합
    - 일시: 4월 9일(토), 오후 8시
    - Zoom ID: 897-1852-3833 / Password: cblm

∎사랑의 모후 꾸리아 4월 월례모임 
    - 일시: 4월 10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주일학교 일정
    - 4월 3일, 10일: 주일학교 봄방학, No Class
    - 4월 17일(부활절)      
       Ÿ 오전 9시 30분, 부활 축하 이벤트          
       Ÿ 오전 11시, 부활 미사 
       Ÿ 오후 12시, 점심식사와 additional activities

∎요아킴 & 안나회 정기모임 (야외) 
    - 일시: 4월 3일(주일 미사 후), 오전 10시 45분 – 오후 2시 30분 
    - 장소: Ken Mercer Sports Park(Hopyard & Parkside)
           5800 Parkside Dr. Pleasanton

∎임시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4월 3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성당 회의실 A
   -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북미주 서중부 꾸르실료 
    - 꾸르실료 길잡이 학교 제10기 모집
       Ÿ 교육 기간: 2022년 5월 22일 - 10월 30일
    -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Ÿ 3박 4일 교육 일정: 2022년 8월 25일(목) - 28일(주일)
       Ÿ 장소: St. Clare’s Retreat,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 문의 및 신청: 울뜨레야 간사(김선기 시몬 510-579-6695)

∎Oasis Of Hope (St. Mary`s Dining Room)
   - Kids Against Hunger 
      Ÿ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TVKCC와 CCOP가 함께  
        합니다.
      Ÿ 일시: 4월 23일(토), 오후 1시 30분 - 3시
      Ÿ 장소: KAH Bay Area Warehouse
      Ÿ 예약: 사무실 혹은 On Line
    (www.kahbayarea.org/how-to-help/join-a-packing-event)

∎2022년 사순시기 우리 공동체의 실천 목표
   - 욥기 묵상: 욥기 쓰기와 통독 중 한 가지 선택
   - 쉬는 교우와 새 교우를 위해 기도하기

∎주일학교 사순시기 실천사항 안내    
   -  ‘사순시기 우리 공동체의 실천 목표’인 ‘욥기’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읽기
     (실천표 다운: www.tvkcc.org/lent2022/)
   - 십자가의 길 참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English),  
                      오후 8시(한국어)

∎사순시기 Rice Bowl 봉헌 안내
   - 사순시기 동안 절제와 희생을 실천하여 마련한 금액을  
     Rice Bowl에 모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미사 때  
     주님께 봉헌합니다.
   - 봉헌된 금액은 오클랜드 교구를 통해 CRS(Catholic Relief  
     Services)로 보내져 소중히 사용됩니다. (www.crs.org참조)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3), 김지용(3,4), 김영호(3,4), 박소현(3,4),         
     박중량(3,4), 박진경(3), 배성준(4), 배예자(1-3),           
     서은식(1,2), 오택만(3), 이예진(3,4), 정종락(4),           
     조윤나(2,3)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3), 김영호(3,4), 정종락(4)
   - Bishop’s Appeal
     김성치(3), 김영호(3,4), 정종락(4)
   - 건축헌금: 두신, 정성진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07 $247 $2490 $50 $50 $4544

                                 의료종사자들을 위하여  For health care workers 
                                 특별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의료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 pray for health care workers who serve the sick and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poorest countries; may they be adequately supported by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뭅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http://www.kahbayarea.org/how-to-help/join-a-packing-event
http://www.cr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