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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9번  

506번 

 사랑의 성사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Monica Kim • Lucas Lee • Jacob Lee 

8시 미사 Chloe Lee • Gloria Chang • Julie Kim  

9시 30분 미사  Annabelle Na • Thomas Choi • Sia Kim  

11시 미사  Gabriel Nguyen • Jennifer Lee • Claire Ki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백현수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에  

깨어 있는 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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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팔월의 첫 번째 주일인 연중 제19주일을 맞았습

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여름은 원래 그래!”하는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

다. 그래도 뉴욕은 다른 곳보다 나은 듯합니다. 폭

염과 이상 기후로 산불과 홍수가 여러 곳이 피해

를 입고, 이상 기온으로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수

준으로 삶을 위협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제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분쟁이 전쟁으로 발화된 곳

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세

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불

안감은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참 힘든 시

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땐 쉬어 가면서 서로 위로

하고 도와주며 함께 넘어야 합니다. 이 산꼭대기

에 오르면 그때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또 우

리의 가슴을 시원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땀

을 흘리기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

으로 오늘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만으

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

니다. 인내는 희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희망은 믿

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과 희망은 쌍둥이처

럼 언제나 함께 갑니다. 나아가 믿음은 용기의, 희

망은 인내의 이유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12장의 말씀으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은 ‘보물을 하

늘에 쌓으라’(33-34)는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이

를 위해 ‘깨어 있으라’(42-44)고 경고하십니다. 깨

어 부지런히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이 충실

한 종(45-51)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

다.” (12: 32) 
 

  이 말씀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갖기 위

해 두 가지 중요한 믿음과 희망을 바탕으로 예수

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

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어느 신앙이든 당연히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고 바라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

심은 하느님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

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인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11: 1)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을 믿습니다. 유대교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

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에 반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이복형 이시마엘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유대교의 하느

님을 믿지만,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

신 사랑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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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율법의 하느님이라면, 예수님의 하느님은 우

리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부

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아

버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믿

음입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부모 자식간

의 관계라는 천륜의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

려주시듯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의 이

유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바

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희망의 이유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아버지의 나라의 주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지금입니

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고난의 여정은 아닙

니다. 수난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얻어내는 매 순

간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끝없는 인내의 

연속이 아니라 기쁨의 날실과 고난의 씨실이 교

차하며 짜는 아름다운 천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

지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

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올 때까지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고통을 

극복하며 기쁨을 누리다 보면 주인이 돌아오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에 영원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시

작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는 종처럼 

생활하고(12: 37), 목자들은 그들에게 슬기로운 집

사가 되면(12: 42)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고 예수님

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슬기로운 집사처럼 되길 바라

십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

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

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

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12: 42-44) 
 

  슬기로운 집사와 어리석은 집사,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과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열매는 참으로 크고 

달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렇기에 

내일은 더욱 불확실합니다. 불안과 불확실함은 

우리의 삶은 참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

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굳은 믿음이며 희망입

니다.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함께 더불어 인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훗날 이 고난의 꼭대기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주 잡는 손길에서 위로와 용기를 

확인하고, 빙그레 웃는 미소에서 훈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고난 위에서 행복

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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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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어린이 미사  

병자 성사  

병자 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로 신청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유아 세례  

성전 카펫 청소  

일시 : 8월 8일(월) 10 a.m.—3 p.m.    

 

제대꽃 봉헌 접수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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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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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서적 판매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KCS 유방암 무료 검진(Mammogram) 

날짜 : 9월 16일(금)   

시간 :  9 a.m.— 4: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자격요건 : 마자막 검사를 받은지 1년이 지난         

             1. 50세-79세 보험 미가입 여자분 

                  2. 40세-79세 보험 가입 여자분  

문의 : (347) 348-3233 

알 림 

말복기념 청년 바베큐    

요셉회 효도관광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사목회 & 단체장 합동 피정  

참석 하실 수 있는 사목위원, 단체장님들께

서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로 신청바랍니다.  

2023년 부활 예비자반 교리 개강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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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안나회 월례회  

마니피캇 성가단원 모집  

요셉회 월례회  

한국학교  

등록장소 : 교육관 교무실  

성소후원회 단합모임 파티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연령회 월례회  

주일학교 등록 안내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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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8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조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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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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For the Church of Christ, for all who live life fully in 

the Eucharis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acemakers f very nation, that their longings 

soon be fulfilled. We pray to the Lord. ◎ 

 For victims of oppression an abuse, and for the op-

pressors and abusers.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local diocese, that we be healed of division 
and look to God who is the source of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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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전소장님 회합   

 

구역분과 월례회  

2022-2023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18th (Sunday) 
Registration Dates : Aug. 14th, 21st, 28th (Sun)      
                                and Sep. 11th (Sun)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Announcements Universal Prayer  

생활 상담소 



8 

        미사 봉헌                                                                                               2022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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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1st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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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7, 2022 

 The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about God asking Abraham to sacrifice his only son Isaac initially seem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understand. I mean, what father would listen, much less obey such an outland-
ish, barbaric command? And what kind of cruel, bloodthirsty God would ask for such a thing? This is why Bible 
study isn’t just important, it’s essential. To understand this story you must put it into its historical context. At that 
time the Canaanites, neighbors to the Israelites, worshiped the god Moloch. And Moloch was a bloodthirsty god, 
demanding the Canaanites sacrifice their firstborn son in a barbaric ritual where the infant was handed over to the 
priest, who brought it to the sacrificial altar. It looked like a large stone head inside of which a fire burned. The 
tongue of the idol stuck out and acted as a slide on which the priest placed the baby and stabbed it once before 
letting it fall into the flames. Trumpets would blare to drown out the screams of the dying children. And the worse 
part is the Canaanites willingly sacrificed their children to Moloch. 
 
 Now the story of God asking Abraham to sacrifice Isaac makes sense. Was Abraham’s faith as strong as 
that of the Molochites? Yes! Abraham showed he was willing to sacrifice Isaac, his firstborn son. But the story says 
Yahweh was more merciful than Moloch, and substituted a ram in place of Abraham’s son. Thus Abraham’s faith 
was rewarded by God showing mercy. What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What do you possess that God hasn’t giv-
en you? We should take great consolation and reassurance from this story. No matter what happens, remember we 
place our trust in the hands of a most merciful God, who would show us how much God loves us by sacrificing 
his only Son that we might live. God allowed a ram to be sacrificed in place of Abraham’s son Isaac. One day God 
would sacrifice his Son to sav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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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is Aug. 7th(Today). 
Please contact Andrew Kim, Christine Cho, and 
Mary Moon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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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BBQ Party 
Date : Aug. 14th (Sun)  
Time : After 5 p.m. Mass  
Hosted by : Young Adult Association  
Please join the BBQ Party after mass at 6 p.m.  

Free Brest Cancer Screening (Mammogram) 
Date & Time : Sep. 16th (Fri)   9 a.m.– 4: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Inquiries : (347) 348-3233 
Qualifications: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last examination  

2.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7, 2022 (Year C) No. 2592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8:6-9 (11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1:1-2, 8-19 or 11:1-2, 8-12 

Communion Antiphon 

   O Jerusalem, glorify the Lord,  
   who gives you your fill of finest 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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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12,18-19,20-22 

◎  Blessed the people the Lord has chosen to be his own.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Blessed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has chosen for his own inheritance.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  Our soul waits for the LORD, who is our help and our shield. May your kindness, O LORD, be 

upon us who have put our hope in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