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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0번 어두움을 밝히소서

Mr. Paul Hong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입당송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영성체송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Luna Bae • Justin Jungje Kim • Joseph Lee

8시 미사

Justin Lee • Kasey Lee • Shyun Kim

9시 30분 미사

Jake Moon • Silvia Jun • Joseph Kim

11시 미사

Ethan Lee • Stella Park • Agnes Na

5시 미사

전가별 • 백현수 • 박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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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은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일치의 씨앗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
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초기 교회 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치명을 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로마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교우들이 순
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과 고난의 생활 속
에서도 교우들은 그들과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 또
는 자유를 위해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미워하면서 분
열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부정하게 하는 더 큰
이유를 제공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받아들이고 세상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초대 교우들도 로마의 박해에 예수님과 같이
순한 어린양의 모습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수 많은
교우들이 투쟁과 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
며 죽어가는 모습에서 로마는 서서히 분열의 거리를
좁히고 예수님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결국 예
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는 로마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세상에 복음
을 전파하는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주는 가
장 아름다운 희생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예언자인 예레
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예언을 하였는데
지도자들은 그 예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레미
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치드키야 임금을 충동질하
여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내려보내 죽게 하려고 하
였는데 에벳 멜렉은 임금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모함
을 상소하고 그의 진실 함을 호소하여 예레미야를 죽
음에서 구해 줍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
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
로는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않고 하
느님의 뜻과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반대하
는 세력과 임금께 저항하거나 분노하여 임금의 결정
에 불복종하여 이스라엘의 분열을 더 자극하고 더 큰
분열을 가져오기 보다는 임금의 결정에 순종하여 이
스라엘이 하느님과 하나 되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
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꼭 예수
님께서는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합
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오늘 복음
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독서에서
도 읽었듯이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어떤 이들은 하느
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받
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선택 하면
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깨는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
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
님의 말씀을 듣고 일치하는 이들과 주님을 떠나는 이
들이 있듯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안 받아
들이는 이들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깝게는 한 가
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 그
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종종 목격
하게 됩니다. 분열된 모습을 보고 화내거나, 미워하거
나 또는 싸워서 해결하기보다는 분열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일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 봉
헌하면서 기도로 인내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
에 일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일치의 씨앗을 뿌
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소서.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0주일 2022년 8월 14일입니다. 지속
적인 폭염에 모두 안녕하신가요? 높은 불쾌 지수에 흥
겨워야 할 여름이 짜증에 휩싸이진 않은지 모르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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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들 때 힘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만 주 리의 면전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느
변 환경 때문에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참 어리석 님을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 때문에 비 때문에 바람 때문
이렇게 유혹을 저버리기에 힘든 것은 유혹이 주변에
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바로 성모송이나 주님의 기도
서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식구들과 동료들
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에 의해서이며, 그렇기에 유혹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
우리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불행하길 원하 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
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
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우리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 아드님을 우리에게 또
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 사랑 때문입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행복의 의미입니 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0-51)
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뿐입니다. 부자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으로 세
는 부자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이기에
상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은 부자이
기에 행복하다면 마치 복권을 맞았을 때처럼 잠시 행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세상에 오
복할 뿐입니다. 또는 부자이기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열은 단순히 파괴의
남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말씀을 다시 가슴 깊게
유 때문입니다.
새기기 위한 극단적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느님 말
씀 우선의 삶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자신은 권력이 있기에 행복하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행복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세
누군가 자신은 학력이 남들보다 높아 행복하다면 잠
상적 힘의 균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와
시 잠깐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끝날 줄 모
용서라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은
르는 욕망과 욕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을 갉아먹으면서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친하기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로서 때문에 믿고 따르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삶을 살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 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열은 새로
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분열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은 기득권 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통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말씀을 아
무렇지 않게 전하십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귀
에 거슬리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기도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성모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월요일이기에 의
무 축일은 아니지만 승천의 영광을 얻은 성모님의 영
성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결국 구세주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
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죽음에 피하지 않고 지켜보
제2독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았으며 구제주 예수님의 옆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 오늘 예수님의 분열은 세상의 유혹에서 떨어져 나와
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시작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 을 말할 뿐입니다.
갑시다.“ (히브리서 12:2)
그러니 우리 모두가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 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것은 거의 불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유 12: 1)
혹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언제나 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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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대를 받는 표적인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마음의 비밀을 밝히시어,
사람들이 진리와 은총을 거부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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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미사

사제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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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헌금
8

성모 승천 대축일
8

7 a.m. 미사

유아 세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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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복기념 청년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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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활 예비자반 교리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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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제대꽃 봉헌 접수

2022년 상반기 본당 재무보고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1월 1일(토)부터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수입

성물서적 판매

교무금

320,718.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210,166.00
17,570.00

부활 특별 헌금

7,323.00

대축일 헌금

Virtus 교육 안내
일시 : 8월 27일(토) 9:30 a.m.—12 p.m.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채플

교구 특별헌금

35,915.50

주보 및 달력광고

22,100.00

매일미사책 판매

9,392.75
24.18

기타 수입금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단위 ($)

623,209.43

총수입
지출
인건비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88,825.01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21,547.82

직원 복리후생비
사무경비

요셉회 효도관광

164,671.31

종교 교육비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전례비용

7,196.07
28,541.22
8,135.92
46,743.78
4,156.07

매일미사 책, 기타 종교 물품 구입

19,345.13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41,242.64

시설비 (관리 및 보수)

40,828.97

본당외 카톨릭 사목 후원금
본당 단체 보조비

6,100.00
404.47

교구 교납금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66,780.00

효주회 창단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41,330.00

첫모임 : 8월 28일(일) 12:30 p.m.
장소 : 교육관 세미나실
창단 미사 : 9월 1일(목) 7 p.m.
문의 : (917) 257-0890

교구 특별헌금 송금

35,915.50

총지출
수지차액

8,334.00

630,097.91
-6,888.48

사목회 & 단체장 합동 피정

이메일 : clara09171@gmail.com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모두 마친 40-50대 여성
을 대상으로하며 효주회는 본당 어머니 연합회
와 로사라오회의 중간 단체에 해당합니다.
효주회의 목적은 단체 회원들의 영성 배양, 봉사,
친목에 있습니다.

비용 : $80
참석 하실 수 있는 사목위원, 단체장님들께
서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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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Cherubim 성가대원 모집
대상
등록
문의
많은

: 1학년 ~ 5학년
: 성당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김연화 마리아 (646) 220-4368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등록 안내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도네이션
박영서

$500

최윤승

$500

고경현

$500

푸른들골프동회회

$500

천 세실리아

$300

김철순

$200

오세정

$200

박기효

$200

이원호

$200

곽세영

$100

우지섭

$500 & 공진단 10박스

날짜 : 9월 16일(금)
시간 : 9 a.m.— 4:30 p.m.
주최 : KCS 유방암 무료검진 Mammogram

등록장소 : 교육관 교무실

장소 : 성당 친교실
자격요건 : 마자막 검사를 받은지 1년이 지난
1. 50세-79세 미보험가입자
2. 40세-79세 보험가입 여성분
문의 : (718) 939-6137, (347) 34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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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꼬미시움 평의회

생활 상담소
8월 1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로사리오회 오이지 판매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조은하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로사리오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날짜
시간
장소
문의

: 매월 2째 및 4째주 일요일
: 12:30 p.m.—2 p.m.
: 생활 상담소
: 소장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총무 조은하 수산나 (929) 335-4086

온라인 헌금

Announcements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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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Day of School : Sep. 10th (Sat) 9 a.m.
Registration Period :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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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5th Grade
Inquiries : Mary Kim (646) 220-4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at the chu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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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hristians who worship Christ the King and yet look down upon the sweaty workma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Christians who honor the Immaculate Conception and know nothing of the Mary who is the pregnant
bride, the refugee, the mother present at her son’s exception. We pray to the Lord. ◎

 For

Christians who attend the Sermon on the Mount several times a year but who have never quite made it to
Calvary because there is blood there, violence and seeming defeat. We pray to the Lord. ◎

 For

Christians who applaud Salome the dancing girl and say nothing about John the Baptist, who is locked in the
cellar for speaking out against established authority. We pray to the Lord. ◎

 For

Christians who would rather stay on the mountaintop worshipping a transfigured divinity than go with him
into the cities embracing the blind, the deaf, and the diseased.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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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August 14, 2022

Twen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 is a line in today’s gospel reading that bears repeating, not just because Jesus said it but because it
seems to be the exact opposite of what we’ve come to expect of Jesus. In fact we might even question whether we
heard the words correctly. Jesus says, “Do not think I have come to establish peace on the earth. I have come not
for peace, but for division.” He then goes on to describe how he will be the reason parents and children, brother
and sister, even husband and wife will be divided because of him. At first this seems shocking until you realize
families have divided and are still divided for many reasons other than Jesus. Families argue about lots of thing:
money, bad habits, excess drinking, disagreements over politics. Yet all of these are insignificant compared to arguing about Jesus.
I experienced this in my own family. My parents were very much against my becoming a priest. Not because I am an only son (luckily there are many cousins with sons who carry on the Veneroso name.) No, they
thought I would starve to death if I became a priest. One day when my parents had gone out shopping I took
down all the statues and holy pictures of Jesus, Mary and the saints. Every crucifix, all the rosaries I gathered together and put them down in the cellar. When my parents returned, they were stunned. My mother asked, “what
happened? Why did you take away all the statues?“ I replied, “If it is such an embarrassment for your son to become a priest, why bother with all these knickknacks?” It was only then that they realized I was very serious, not
only about being a priest but about being Catholic. Of course, five years later when I was preparing for ordination
to the priesthood, to hear them talk it had been their idea all along. Suddenly they proudly referred to me as “Our
son, the priest.” Of course, the Korean martyrs faced much harsher opposition to their becoming Catholic. The
truth is, there are many reasons families fight. What are we willing to risk losing for the sake of following Christ?
Announcements

Announcements

2nd Sunday in August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is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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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Bernard Hee Bong Nam Feast Day
August 20th is St. Bernard Feast Day.

Summer BBQ Party

Date : Aug. 14th (Today)
Time : After 5 p.m. Mass
Hosted by : Young Adult Association

Special Collection

Aug. 21st (Sun) for State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Date : Monday, Aug. 15th
Time : 7 a.m. Mass

Free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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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Yejune Han (Antony), Celine Hwang (Celine), Ella Gable (Julia), Henry Gable (Luck)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August 7th.

Jr. Liturgy Workshop
Date : Aug. 14th (Today) After 9:30 a.m. Ma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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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4, 2022 (Year C) No. 2593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Financial Council

Mr. Peter Park
Mr. Paul Ho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8:4-6, 8-10 (120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2:1-4

Communion Antiphon
With the Lord there is mercy;
in him is plentiful redemption.

Responsorial Psalm

I have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Psalm 40:2, 3, 4, 18

◎ Lord, come to my aid!
○ I have waited, waited for the LORD, and he stooped toward me. ◎
○ The LORD heard my cry. He drew me out of the pit of destruction, out of the mud of the swamp;
he set my feet upon a crag; he made firm my steps. ◎
○ And he put a new song into my mouth, a hymn to our God. Many shall look on in awe and trust in
the LORD. ◎
○ Though I am afflicted and poor, yet the LORD thinks of me.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O
my God, hold not bac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