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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5번  찬미의 기도  

예물준비성가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성가  
180번 

151번 

 주님의 작은 그릇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Andrew Oh • Audrey Oh • Shyun Kim 

8시 미사 Mina Kim • Justin Kim • Julia Jun 

9시 30분 미사  Terri Kim • Joseph Kim • Gloria Chang  

11시 미사  Ryan Kim • Michelle Nguyen • Aiden Na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백현수 

그 리스 도 만이 모 든  것이며 모 든  것 안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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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바오로 부제 

  옛날 어느 날 수도원에 강도들이 들어와 노인 수도

원장님과 수사들을 모두 묶어 놓고 “우리는 수도원의 

지하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훔쳐 가려고 왔다.” 하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님은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가져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지하실에 내려가 보이는 것은 모

두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지하실에 숨

겨 놓은 작은 자루는 못 보고 나간 것을 본 수사님은 

그 자루를 들고나와 도둑들에게 “얘들아 이 자루도 

가져가거라.”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도둑들은 원장 수

도원장의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에 감동되어 들고나

온 자루를 모두 도로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

느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재물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생

명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

니다.  

 

  얼른 듣기에는 이 이야기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보다 부족한 의식

주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난한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

을 여유도 부유한 자녀들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과 문화의 혜택

을 받을 여유도 부유한 자녀들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

성을 취하시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나약

함과 가난함을 체험하셨기에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모두 아시지만, 또한 부유함이 풍요한 삶을 보장 못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을 다음과 같

이 경고하십니다.  

 

  첫째, 물질의 가장 큰 위험은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늘 복음의 부자는 풍요한 수확을 오직 자기의 노력인 

것으로 자랑하며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

떻게 할까?” 하며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

식과 재산을 놓아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

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

며 즐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풍년의 수확을 이 

부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출

을 거둔 땅은 부자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있었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래 있을 것이고, 태양과 물로 땅

과 곡식을 키워주는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은

혜에 감사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의 수확을 어떻게 할것

인가 고민을 하다가 곡식을 저장할 더 큰 창고를 지

을 생각을 해야 하는 고민에 부딪쳤습니다. 뿐만 아니

라 밭에는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

다. 그는 일꾼들에게 나눌 수도 있었고 소작인에게 수

확량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었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부자는 부유함이 삶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물질의 풍요함이 생명의 

진실한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주인공 부자는 

물질은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기에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질을 찾

는데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바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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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우리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교환의 수단이 

되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를 위해 물질의 수

단인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물질로도 살 수 없

는 우리의 우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물질로

는 살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의 시인 월터 위트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꽃과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18주일로 칠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중복을 넘어 말복을 바라보니 여름

이 이제 끝물로 넘어가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지난 

몇 주간 폭염이 지속되어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만해

지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올해 가장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본당의 여름 행사인 족구와 피구 대회가 알리 폰드 

공원에서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위에 불편

하고 고생스러웠지만, 함께 즐기는 시간은 즐겁고 행

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더

불어 있을 때 불편함도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고, 어

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다

시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코비드 팬데믹으로 일상이 불안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결

국 이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남 탓을 하고 남을 이

용하려 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고 불행의 문을 열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면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

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홀로 남아 외롭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미

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의 시작이 자

신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

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희

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입

니다. 절망의 순간을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엄습

하여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이나 분노의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주

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

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불평의 대

상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

다. 그렇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삶이 가치를 재발견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꿰뚫는 실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에 길을 잃지 않고 희망을 찾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힘이 됩니다. 말씀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살

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기도는 그 지혜가 우리 삶 안

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

는 이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

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

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

서는 부유하지 못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루카 
12: 20-21) 
 



4 

연중 제18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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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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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어린이 미사  

유아 세례  

첫금요일 성시간  

8월 5일(금)  8 p.m.—9 p.m.  

미사는 없습니다.  

첫금요일 성시간 후 아가페 

장소 : 성당 친교실  

.  

성전 카펫 청소  

일시 : 8월 8일(월) 10 a.m.—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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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단원모집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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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마니피캇 성가단원 모집  

제43차 신용조합 정기총회  

일시 : 7월 31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신용조합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한국학교  

등록장소 : 교육관 교무실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알 림 

주일학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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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8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For pastors and people who work to reconcile and 

unite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will be grateful enough for the profits we 
make from other’s labor to share the profits with the 
laborers, especially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accept the healing gift of rest and stop 
pretending we can sustain our own spirit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pick themselves off the floor of re-
peated failures and rejoin life with the passion and 
the energy of mountain climber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stand before the anxiety, envy, covet-
ousness and contention in the world and in ourselves 
stand with humility and so worship God.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realize when we label and demean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we prevent ourselves 
from learning more about them and are not doing as 

Christ asks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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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성소후원회 단합모임   

 

생활 상담소 전소장님 회합   

 

로사리오회 오이지 판매  

로사리오회 월례회  



7 

미사 시간  |  Mass                         

        공동체 소식                                                                                            2022년 7월 31일 

알 림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알 림 

연령회 월례회  

구역분과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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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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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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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31, 2022 

 The response to the psalm today is "If today you hear God'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This 
presupposes we can hear the voice of God every day. We can hear God's voice in a homily at Mass and 
also during the readings from scripture. Maybe in the words of a hymn or even silent prayer before the 
tabernacle. But God speaks to us all the time! And not just in church. God speaks to us through TV, radio 
and even social media. God speaks to us through other people: family, friends, teachers, coworkers, even 
beggars. How do we know? Because God has been speaking to us for millennium, through creation, 
through even personal experiences. In a word, God speaks to us ALL the time! 
 
 The question is: how do you respond when you hear God's voice? Are you even aware you hear 
God? The psalmist warns us not to harden our hearts in response to God's voice. In other words, our sins, 
our doubts, outspokenness cannot prevent us from hearing God's voice, but they do prevent us 
from responding to the voice of God we hear. You are all here today in response to God's voice! What is 
God calling you to do today? Or with your life? You are here for a purpose, no matter how small and in-
significant it may be. When we do God's will our lives become fulfilled, exciting and meaningful. Prepare 
to hear God's voice at any time any day, and then respond, "Here am I Lord, I come to do your will." 

12:30 p.m. Mass 

is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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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18th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
mences on Sunday, August 14.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31, 2022 (Year C) No. 2591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Ecclesiastes 1:2; 2:21-23 (11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3:1-5, 9-11 

Communion Antiphon 

   You have given us, O Lord, bread from heaven,      
   endowed with all delights and sweetness  
   in every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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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4,5-6,12-13,14 & 17 

◎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  You turn man back to dust, saying, “Return, O children of men.” For a thousand yours in your 

sight are as yesterday, now that it is past, or as a watch of the night. ◎ 

○  You make an end of them in their sleep; the next morning they are like the changing grass, which 

at dawn springs up anew, but by evening wilts and fades. ◎ 

○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wisdom of heart. Return, O LORD! How 

long? Have pity on your servants! ◎ 

○  Fill us at daybreak with your kindness, that we may shout for joy and gladness all our days. And 
may the gracious care of the LORD our God be our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for us! Pros-

per the work of our hands! ◎ 

Christ is all and in 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