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17주일                                                                       2022년 7월 24일(다해) 2590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예물준비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영성체성가  
156번 

183번 

 한 말씀만 하소서  

 구원을 위한 희생  

파견성가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Regina Lee • Silvia Jun • Edward Oh  

8시 미사 Jaycee Choi • Bona Lee • Agnes Na 

9시 30분 미사  Annabelle Na • Claire Kim • Vincent Ro  

11시 미사  Chloe Lee • Justin Kim • Joseph Lee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백현수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 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 을  두 드 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 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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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 연중 제17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7

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한여름을 버티기 버거워지니 자연히 가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한여름의 열기에 뜨거워진 세상을 식혀

줄 소나기를 그려봅니다. 44 

 

  그래도 한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여름은 여름다

워야 건강하다는 격언입니다. 각 계절이 그 계절에 

맞는 날씨를 보여줄 때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 삶이 

건강해지듯이 사람들도 각자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

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말씀에서 출발하면, 우

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다

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

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

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1: 1-3) 그리고 이어서 이렇

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 14)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

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은 간단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

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아담과 이브의 첫 공

동체를 시작으로 한 공동체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

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용서와 화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시어 

첫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회개가 절대적

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부르고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

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를 새로운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문

인 ‘주님의 기도’의 루카 복음의 내용입니다. (루카 

11: 2-4) 루카 복음의 기도문은 마태오 복음의 그것

보다 간략한 기도문입니다.  

 

  루카 복음의 기도문은 아버지께 네 가지를 청원합

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용할 양

식을 날마다 주시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상적 유혹에 빠지지 않

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청원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청

원을 하되 가장 필요한 것을 청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청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청원하면 들어

주십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자들이 쌓여 있는 곳을 지

나갈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들고 옵니다. 이에 어머니가 흔쾌히 사줄 때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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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게는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사주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건강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과자보

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맛보다는 건강한 음식인지를 

먼저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꼭 원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

다. 기도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면 내 삶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욕망의 충족은 잠시 

순간의 행복이고 자신만의 행복이지만, 삶의 충족은 

보다 근본적인 행복을 주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

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기도문입

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

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력자의 욕망에 따

라 국민이 따라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자인 하느

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외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서 희생되셨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

라입니다. 단순히 꿈의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을 통해 실현가능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존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배고픈 갓난아이가 우는 것

과 같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합니다. 기저귀를 보고 어

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아이를 안아 살핀 후 젖을 물

립니다. 아이의 엄마는 열심히 젖을 빠는 아이를 보

며 흐뭇해합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함께 더불

어 재미있게 놀 때일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들

과 함께 놀아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의 모습의 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

느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형제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한다면 이

처럼 안타깝고 암담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관심이 부족했던지 아이들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아이들 

각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외 아드님을 보

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보편적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며 새롭

게 출발할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형과 싸우고 나면 뜬금없이 어머니께 묻고 

했습니다. “엄마. 형이 더 좋지! 말도 잘 듣고……” “그

런 소리가 어디 있어? 열 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내겐 다 소중해.”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답을 알면서도 괜히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집

니다. 아마도 “다 소중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

며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기 때문

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

니다. 하느님의 꿈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씀

을 믿고 따라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롭

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의심하려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더 옳다고 착각하는 유혹입니다. 자신이 더 아프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다는 착각입니다.  

 

  하느님께는 우리가 서로 다를 뿐 모두가 소중하고 사

랑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느님을 의심하는 

유혹,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

하는 유혹,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려는 유혹, 등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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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서 수많은 유혹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

다.  

 

  유혹에 빠질 때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에서 오는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인

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의 삶을 어

렵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

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

움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을 가볍다는 역설적 

가르침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존재이지만 우

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더

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완벽한 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미미하나 함께라면 더 강해집

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완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힘들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여

름답기 때문입니다. 무더위를 받아들이고 그늘에서 

쉬면서 천천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늘에 쉬면서 가족끼리 이야기꽃을 피워도 좋겠습니

다.  

 

  이 더위에 뜨거운 커피 한잔으로 더위를 즐겨도 좋

고, 아이스 커피로 더위를 피해도 좋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는 것은 개인의 기호일 뿐입니다. 탁자에 둘

러앉아 서로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함께 삶을 나누

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또한 오늘 무더운 여름을 즐기기 위해 베이사이드

의 앨리 판드 파크(Alley Pond Park)에서 족구 대회

와 피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더불어 즐기는 놀

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더위를 이기고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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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단원모집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유아 세례 부모교육  

어린이 미사  

마니피캇 성가단원 모집  

주임 신부님배 족구, 피구 대회  

 

안나회 효도관광   

 

유아 세례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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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성물서적 판매  

 

반모임  

날짜 : 9월 23일(금) - 9월 25일(일)  

장소 : 베네딕도 수도원 (Newton, NJ) 

참가비 : $300 (2박3일 숙식비) 

문의 : 황 그레고리오 꼬미시움 단장   

         (516) 790-0971 

Forest Hills 구역(Corona반)   

 

꾸리아 평의회  

일시 : 7월 24일(오늘)   1:30 p.m.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제43차 신용조합 정기총회  

일시 : 7월 31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신용조합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한국학교  

등록장소 : 교육관 교무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장학회 기금 도네이션  

 

성소후원회 단합모임   

 

로사리오회 블루베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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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7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2년 7월 24일 

알 림 

생활 상담 

  
 
 

 For those children who hear our sermons about God: that they feel the warmth of God’s love and un-

derstand His wisdom.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in prison: that they let go of the hate and anger in their hearts to allow God’s healing love 

and warmth to enter them.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lack self-esteem or hate themselves or are body-shamed: That they know they are 

beautiful in the eyes of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ociety deems “unsuccessful”: that they know this is only a temporary setback and with 

God’s help, they will overcome their difficulties. We pray to the Lord. ◎ 

 For a new style of life, that we and all Christians can be known by the warmth of our caring, we pray 

to the Lord. ◎ 

생활 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날짜 : 매월 2째 및 4째주 일요일  

시간 : 12:30 p.m.—2 p.m.  

장소 : 생활 상담소  

문의 : 소장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총무 조은하 수산나 (929) 335-4086 

알 림 

생활 상담소 전소장님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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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4th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11 

1st Day of School : Sep. 10th (Sat)  9 a.m. 
Registration Period : Aug 7th, 14th, and 21st (Sun) 
Time : 10:30 a.m.—12:30 p.m.  
Place : Korean School office at Education Center 
Tuition : one student-$250, two students-$480,  
              three and more- $500 
Inquiries : Matthew Yu Seung Choi (917) 683-4216 
Registration is accepted until Aug 21st (Sun). 
It must be done by a guardian/parent in personal.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Korean  School 

By Fr. Joseph Veneroso, M.M.  

Seven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24, 2022 

 For many, many years now, the Bible has been the Number One Best Selling book in the WHOLE world. 
Only one problem: although many people own Bibles (often more than one!), but fewer read it all the way through. 
Of those who read it, fewer bother doing the necessary research to understand it correctly. And of those who do 
understand it, a smaller number bother to believe, much less live by its wisdom. But there is something even more 
worse than this! It's distorting what the Bible really says and then politicizing its teaching to advance a political 
agenda. This, I'm ashamed to say, has been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more blatantly in recent years. 
 
 Today's first reading is a perfect example of people distorting what the Bible says. So many so-called Chris-
tians hear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and think this is God condemning homosexuality. Yet if they really 
studied the Bible, they would know that interpretation is wrong. If anything, the sin of Sodom was rape. To Jews, 
even to this day, treatment of strangers is a top priority. You could do nothing more evil than to sexually assault a 
guest, male or female. Want more proof? Judges 19 contains a similar story except the men rape and kill a visitor's 
concubine. Further proof? Ezekiel 16:49-50 says “‘Now this was the sin of your sister Sodom: She and her daugh-
ters were arrogant, overfed and unconcerned; they did not help the poor and needy. They were haughty and did 
detestable things before me. And finally there's Jesus himself who says it will go better for the inhabitants of Sod-
om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ose villages who do not welcome the disciples! Lack of hospitality for a 
guest is the sin that cries to heaven. So let us read our Bible and research its meaning and run away from people 
who insist on using it to harm others. 

12:30 p.m. Mass 

is page 7. 

Jr. Liturgy Workshop 
Date : Aug. 14th (Sun)   
Time : After 9:30 a.m. Mass 
Jr. Liturgy workshop for junior high school and 
new readers. Mandatory for the Jr. high school stu-
dent. Permission slip will be available next week at 
the church office. Permission slip due is Aug. 7th
(Sun). Please contact Andrew Kim, Christine Cho, 
and Mary Moon for more information.     

Infant Baptism Parents Education Class  
Date : Jul. 30th (Sat)  7 p.m.  (Education Center)  

Infant Baptism  
Date and Time : Aug. 7th (Sun)  1:30 p.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4, 2022 (Year C) No. 2590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18:20-32 (11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2:12-14 

Communion Antiphon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never forget all his benefits.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38:1-2, 2-3, 6-7, 7-8 

◎  Lord, on the day I called for help, you answered me.  

○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for you have heard the words of my mouth;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I will sign your praise; I will worship at your holy temple and give 

thanks to your name. ◎ 

○  Because of your kindness and your truth; for you have made great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promise. When I called you answered me; you built up strength within me. ◎ 

○  The LORD is exalted, yet the lowly he sees, and the proud he knows from afar. Though I walk 

amid distress, you preserve me; against the anger of my enemies you raise your hand. ◎ 

○  Your right hand saves me. The LORD will complete what he has done for me; your kindness, O 

LORD, endures forever; forsake not the work of your hand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