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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Song Yee Kim • Jin Tae Kim • Ethan Lee 

8시 미사 오 규 화  이 재 명  백 정 덕  김 철 순  Jason Yoo •  Dylan Kim • Chloe Lee 

9시 30분 미사  Edwin Shin  Gabriel Lee Nicolaus Lee Eric Kim • Sean Lee • Ted Park 

11시 미사  박 의 진  박 성 원  김 정 옥  한 해 남  Jin Tae Kim • Gabriel Nguyen • Monica Kim 

12시 30분 미사  Seungjae Lee 황 혜 성  Ruby Evans  박 재 환  Jasmine Lee • Dylan Park • Bona Lee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박 민 제 한 샤 론  이상하 • 전가별 • 나지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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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한 번쯤은 대통령을 꿈꾸듯이, 교황이 되겠

다는 꿈을 가졌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

황이 왕처럼 느껴져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 일컫는 교황의 직책에서 오

는 직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 주일을 맞아 강론을 준비

하다가 예전에 개봉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는 영화

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이 앞으로

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

자, 결국은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나약한 인

간으로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며, 사임을 표명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

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황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

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해 줍니다. 

  교황은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 교구의 교구장, 세계 주

교단의 단장,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 등입니다. 이것

이 전부가 아닌데, 이름만 들어도 할 일이 태산 같은 

교황에게, 무엇보다도 무거운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

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느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지만, 나약한 인간 중 한 사

람으로서 교황이 지니는 고뇌는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황에 선출된 분들 중에

는, 그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자리를 피해 달

아난 분들도 계십니다. 순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약

한 인간임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주일을 맞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을 다하시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나

약함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이든, 신자

이든,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약한 존재에 불과합

니다. 따라서 자기 힘만으로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께서 맡기신 일

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러 가십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딸을 치료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혈하는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이분이라면 반드시 딸을 낫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의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낫

게 하시기도 전에 딸이 죽었으니, 야이로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딸을 살

리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죽

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큰 유혹

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거늘, 딸이 죽었기 때문

에 이제 예수님은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도 희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

에 휩싸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

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

을 찾아야 하고, 상황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생

각들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정말 

믿기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생각조차 버리고 당신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만큼이

나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게 되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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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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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팬데믹 시간이 팬데믹 

이전이 시간보다 더 빨리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

다.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은 그동안 못했

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며 급격히 바빠지면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봅

니다.  

 

  사실 예전과 같이 어서 빨리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렇다고 너무 빨리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

음이 급하다고 몸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이제 변한 세상의 모습에 적응해야 하는 시점이기

도 합니다.  

 

  따라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팬데

믹의 경험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변화할 것인

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건강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씩 안전해지는 일상생활에 지난 일 년 동안 바이러스 

감염에 조심하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을 받으

며 살아온 것은 결코 잊혀지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일상에 반영  

될 것입니다. 좋고 건설적인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

은 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고립과 히스테리입니다. 요

즘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개

인 청결과 공공 청결일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을 유

지하며 소독에 신경을 쓰면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으로 하지 못한 견진자들과 올해 견진자들이 합하여 

25명이 견진을 받습니다. 이번 10학년은 2년을 기다리

며 견진교육을 받고 견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견진은 교구의 방침에 따라 견진 예식으로 하

려고 하였으나 요즘 안전 상태로 다시 미사를 허용하

여서 오늘 오후 2시에 제임스 마사 주교님을 모시고 

견진 미사를 거행합니다.  

 

  제임스 주교님은 제작년에도 우리 학생 견진을 거행

해 주셨고 이번에 또 오십니다. 우리 본당을 참 좋아하

시고 우리 성당의 활기찬 모습에 매번 감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팬데믹 동안에 성 요셉 신학교 학

장으로 부임하시어 신부 양성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오늘 견진을 받는 학생 중에서 수도자나 사제가 나오

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12일동안 하혈하는 여인과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혈하던 여인

은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할 수 없

었지만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여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병자를 치

유하는 것을 넘어서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산 자의 

주님이며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어 누워 있는 소녀에게 명령합니다. “탈리타 쿰!” 

이는 “소녀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는 의

미입니다. 죽은 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

여주십니다.  

 

  오늘 견진을 받는 학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

씀하십니다. 또 오늘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죽은 이들

처럼 힘없이 처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힘

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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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6월  27일 

연중 제13주일  

넷째 주일 (6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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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후원기금 봉투는 우

편으로 직접 보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특별헌금 

엘리베이터 인원 제한  

엘리베이터 탑승 시 인원을 제한합니다. 총 제한 

인원은 4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휴무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성품성사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성품성사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견진성사 

첫금요일 성시간  

본당 큐알코드(QR Code) 

본당 헌금 서비스 큐알코드(QR Code) 

초 봉헌금 전달 

교황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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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년도 사진 내용 

1973 
7월 1일 첫 야외미사, At Anthony Wayne Rec-

reation Area, Bear MT. 

1973 3월 3일 첫 건강진단 

1974 
6월 2일 뉴저지 교우들과 합동야외미사, 마리안슈

라인 

1974 11월 24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 견진성사, 

1975 3월 15일 KCS와 공동주최 무료건강진단 

1981 첫 성령기도회 사진 

1984 신앙 대 강연회 사진, 10/5/1984 

1984 합동 성가 공연 사진, 10/7/1984 

1984 민루시아 수녀 첫 허원, 12/8/1984 

1985 첫 학생 심포지엄, 5/12/1985 

1985 
반모임 또는 구역 미사 사진, 년도에 상관없이 반

모임, 구역미사 사진이면 환영 

1986 불법 이민자 사면 수속 대행 봉사 

1988 본당 공동체 묵상, 3/11/1988 

1988 워싱턴 성모 성전 순례, 5/21/1988 

1994 루까회, 년도에 상관없이 루까회 사진이면 환영 

1995 청년성가대 메아리 음악회 

1995 
요한바오로2세 교황 뉴욕방문 사진, 10월 6일 

Aqueduct 경마장, 10월 7일  Central Park 

1996 
골수기증 및 헌혈행사, 년도에 사관없이 헌혈, 골

수기증 사진이면 환영 

1997 베이사이드 성당 한인공동체 사진 

1997 연령회, 년도에 상관없이 연령회 사진이면 환영 

2011 제1차 청소년 한국 성지순례, 7/20-8/4/2011 

2013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 취임미사: 

니콜라스 다마지오 주교집전(11/24/2013) 

신부님배 족구•피구 대회   

성물서적 판매  

부고  

주방직원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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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미동북부 제38차 지구 울뜨레야  

성소 후원회 월례회 및 기도모임  

구역분과 야유회겸 월례회  

2021 복사단 졸업 파티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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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 Power Of Christ Heal You 

< Thi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ne 27,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A 12-year-old girl is dying. A woman has suffered bleeding for 12 years. The writer of this gospel 
clearly wants us to think of the Twelve Tribes of Israel. Luke places the healing of the woman in the 
middle of the story about Jesus going to heal the child. The woman suffers more than physically. She 
suffers socially. She was ritually unclean—fir 12 years! People would avoid coming into contact with 
her, lest they too become unclean. In her desperation, she secretly touches the hem of Jesus’ robe and 
immediately feels her wounds heal. But what’s more amazing is Jesus felt the power go out from 
him! He looks around to see who touched him, and the apostles, as usual, are clueless. Everybody 
touched him! Yes, but only one person drew out his saving power. The woman is horrified that she 
has been discovered for breaking the law but Jesus assures her, her faith has made her whole. Then 
Jesus learns the sick girl has died but goes to her home anyway. The mourners mock him for saying 
she wasn’t dead. Jesus holds the hand of the dead girl, which is also against the law! Legally, he is 
now ritually unclean. He doesn’t care. Her raises her back to life. 
 
  Sometimes in life we may feel unclean and unworthy because society says we are. Jesus doesn’t care 
what society —or religion—says about us. He only wants us to be whole, healthy and happy again. 
We secretly try to touch the hem of Jesus’ robe and, if we do so with a sincere heart, we too will feel 
the healing power of Jesus in our life. Don’t be fooled or discouraged about what people think or say 
about you. Don’t let others define who you are. You are a precious child of God in Jesus’ eyes and he 
wants to raise you up to the fullness of life. Now, like the young girl risen from the dead, go get some-
thing to eat! 

4th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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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

firmed and work well with youth. Must be able to com-

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reach out to Michelle Park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Date & Time : Jun, 27th (Today)  2 p.m.  
Please pray for 9th and 10th grade Confirmandi.  
Congratulations!! 

Date & Time : Jul. 2nd (Fri)  8 p.m. - 9 p.m. 
There is Eucharistic Adoration and Benediction 
only, not the First Friday mas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27, 2021 (Year B)  No. 2533 

Responsorial  

Psalm 

  

 

 For Bishop Massa: By the grace and strength of Mother Mary, may she protect and guide Bishop 

Massa because he is needed by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community gathered by God, especially those who will be confirmed today: that in our lives 

we may always hunger for Christ, the living bread from heave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ong in our hearts and on our lips at this Mass be not a dirge for our dead souls but a joyous 

song of thanks for God’s life in u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touching the hem of Christ’s garment through the sacraments, prayer, and Scripture, we find 

ourselves healed in our spiritually and physicall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de in the image of God’s own nature, may rejoice in that Christ has conquered deat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freedoms that we enjoy as Americans since 1776: that we remember that they were dearly 
paid for by our fellow Americans and protecting them for all is our responsibility.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13-15;2:23-24 (9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8:7,9,13-15 

Communion Antiphon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within me, his holy name.  

Psalm 30:2,4,5-6,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