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사 목 회장 : 함종식 마티아
총 구역 장 : 이종구 안드레아

연중 제14주일

2018년 7월 8일(제332호)

본당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 ail: office@ 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신심단체

성시간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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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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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중미사

고해성사
유아세례

시편 48(47),10-11

제1독서_조경아(글라라)

제 2독 서 _김 미 정 (안 나 )

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오전 9시 - 10시
10:30 AM - 11:30 AM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평일미사
목요일 오후 8시
매 주일 미사 30분 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English Mass

미 사

입 당 _439 봉 헌 _220, 513 성 체 _500, 185 파 견 _471 / 해 설 _전 수 경 (안 젤 라 )

입 당 송 |

925-519-8471
925-579-4260
650-291-7088

멸시를, 저희 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 Have pity on us, O LORD, have pity on us, for we are more

퍼지나 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than sated with contempt; our souls are more than sated

제 1독 서 |

에제 2,2-5

with the mockery of the arrogant, with the contempt of the

화 답 송 |

시편 123(122),1-2ㄱ.2ㄴㄷㄹ.3-4(◎ 2ㄷㄹ)

Ezekiel 2:2-5

Psalms 123:1-2, 2, 3-4

proud. ◎
제 2독 서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2코린 12,7ㄴ-10
Second Corinthians 12:7-10

◎ Our eyes are fixed on the Lord, pleading for his mercy.

복음환호송 | 루카 4,18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알렐루야.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 Alleluia.

우러러보나이다. ◎

○ 주님의 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

○ To you I lift up my eyes who are enthroned in heaven —
As the eyes of servants are on the hands of their masters. ◎

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for he sent me to bring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As the eyes of a maid are on the hands of her mistress,

glad tidings to the poor. ◎
복

음 |

영성체송 |

마르 6,1-6

Mark 6:1-6

시편 34(33),9 참조

So are our eyes on the LORD, our God, till he have pity on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

us. ◎

님께 바라는 사람!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공행주 앤드리아 / 공신디 세실리아 가정(마태오
5반 반장; 구자영 테오도라 (925) 660-9839)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알기 때문에 이웃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앎은 내적인 지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갈릴래아 호숫가 주변에서 말과 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라는 생각 이 앞서며 화가 치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

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기도하던 중 어느 순간 깨

께 고향으로 오시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닫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다. ‘저 사람이

마나 깊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편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

견과 선입견은 내가 그를 잘 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

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습니다.

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내가 상대를 안다는 것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앎은 나에게 결코 득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

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 누구를 앎으로써 그 상대

마땅하게 여겼다.”(마르 6,2-3)

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
로소 그 앎은 나에게 소중한 것 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하는 그들은 바로 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자신과 이

이 끝난 그 순간에는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

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

서 나오는 은총의 말에 놀라워하던 사람들입니다.(루카

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앎은 나의 내적 지식으로 서

4,22 참조) 그러나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닌가?’ 하면서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집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이를 알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곤 하였습

싸늘해진 분위기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

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

는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지 않고 상대를 알기 때문에, 더 배려하며 받아들이는

입견과 편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누구

어느 신자의 표양을 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

보다도 잘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평

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범한 가정사를 안다는 사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
지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기적들
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지는 않는가?’ 뒤돌아보니 그렇지 않
다고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잘 안다고
여기는 친구나 어떤 신자를 보며 화를 벌컥 내는 경우
가 있는데, 화를 내는 내 속마음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
이 이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이미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7/8(N) 7/15(N) 7/22(N) 7/29(N) 8/5(N)
English Mass: 7/8(Y) 7/15(Y) 7/22(Y) 7/29(Y) 8/5(Y)

미사 용구: 2. 성예복
3) 중백의(Superpellicium)

5) 띠(Cinctura)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한 것으로 12세기경에 로마

사제가 장백의를 입을 때 긴 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

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유아 세례 등의 성사를

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끈이다. 띠는 일 싸움 등에서 나

미사 없이 집전할 경우에 수단 위에 입었으며, 미사의

타나는 결의의 상징이며 악마와의 투쟁, 참고 견디는 극

입장 행렬 때 입기도 하였다.

기의 상징적인 뜻이 있다. 또한 장백의가 사랑으로 감싼
다는 의미가 있는 데 반해, 띠를 묶는 것은 금욕생활을

4) 장백의(Alba)

의미한다. “주님, 조차람의 띠로 저를 매어 주시고, 제

사제가 개두포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안에 사욕을 없이 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

긴 옷이다. 미사 중 사제의 고유 예복은 장백의 위에 영
대를 메고 제의를 입는 것이다.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공통되는 예복은 장백의와 허리를 동여매는 띠이다. 장
백의는 사제가 미사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
을 상징한다. 또한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활
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제는 장백의를 입을 때, “주님,
저를 결백하게 씻으시어 제 마음을 조찰하게 하시고, 저
로 하여금 어린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하고 기도한다.

소서.”하고 기도한다.

본당 사무실 시간: www.tvkcc.org/officeinfo

공지사항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 선교: 사제와 사목 직무
-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피로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이 주님과의 친교와 형제 사제들과의 우정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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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반모임일정
마태오 3
루카 6

7/21(토) 7:00 PM
7/22(주일)시간미정

본당센터
조상준/박현진 댁

408 708 8567
925 918 0889

7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7월 8일(주일),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장소: PMS 교정

성모회 판매 안내
- 김치, 물김치, 도토리국수, 고구마 판매
- 일시: 7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춘천 교구 사회 복지회(CARITAS)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공지
2nd collection for CARITAS under Chuncheon Diocese
- 일시: 7월 8일(주일) 교중 미사 및
English Mass on July 8(Sun)
- 주례: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회장 이명호 베드로 신부

세례성사, 견진성사 및 첫영성체 증명서 안내
- 4월 1일의 세례성사 증명서, 4월 8일의 견진성사
증명서와 5월 6일의 첫영성체 증명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사안내
- 7월 11일(수) & 7월 12일(목) 미사가 없습니다.

2018-19년 새 학기 주일학교 등록 안내

주일학교 교사 모집
- 2018 - 2019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425-281-6772, young.k.joo@gmail.com).
정교사, 보조교사, 그 밖에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help with
2018-2019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Young Joo
(425-281-6772, young.k.joo@g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We are looking for teachers, assistant
teachers, or people who can help with other Sunday
school work.
향심기도 피정 (침묵피정)
- 일시: 7월 27일 (금), 오후 6시 ~
7월 29일 (주일), 오후 3시
-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제외 전신자.
- 참가비: 독방: $280, 2인 1실: $250
- 저희 본당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오후 1시30분에
집전해 주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벗어놓고
침묵 중에 하느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임성빈 토마스 아퀴나스 (510-435-7138)

- 신청서: www.tvkcc.org/SundaySchoolRegistration
중,고등부 여름 캠프 Jr. High/High School Summer Camp
- Please save these dates for incoming 7th grade to high school
- 일시: 7월 25일(수) - 29일(주일), July 25th - July 29th
- 장소: Capital Mountain, Weimar, CA.
- 신청: 주 요한 또는 알렉스 함
Registration: young Joo(young.k.joo@gmail.com) or
Alex Hahm(hyonghahm@gmail.com)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7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마태오 1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김종광 요한사도 신부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1,367
($1,056/$311)

$1,820

$50

$250

$3,487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제 24차 북가주 성령 대회
- 일시 : 8월 11일(토), 오전 9시 - 오후 8시
-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 강사 : 북가주 지역 한인 사목 사제단
- 주제 :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21)
- 주최 :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회
(지도 신부 :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신청: 주일 미사 후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권준협(6-8), 김명섭(4-6), 박민숙(5,6),
이성태(5,6/2017,5,6/2018), 장찬(1-12), 최교운(5,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명섭(4-6), 최교운(5,6)
- Bishop’s Appeal
김명섭(4-6), 장찬(1-12), 최교운(5,6)
- 성전 건축헌금(Building fund):
길경수, 이원숙, 장덕애
- 광고: 하나비스시, 한리스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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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