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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of Discipleship 
<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 

   If you want to follow Jesus as a disciple and not just as a student, you need to know there are strict 
requirements. Even Jesus warns, “Many are called; few are chosen.” 
 
   + “By this will all know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one for the other.” (John 13:35) This 
one is pretty tough. We cannot trash-talk other Christians, let alone Catholics, and still expect to be a 
follower of Jesus. 
 
   + “If anyone comes to me without hating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and even one’s own life, cannot be my disciple,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26) Yikes! Really? 
Of course Jesus doesn’t literally mean hate people. But he must be first and most important in our 
life... BAE, as the young folks say! A few lines later, Jesus adds: 
 
   +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33) 
In other words, be prepared to give up all you have 
and want and need. 
 
   Today’s gospel brings it all home. “Whoever 
would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pick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n other words, don’t 
expect the praise of the world. If you follow Jesus 
you will suffer misunderstanding, ridicule, rejection 
and persecution.” (Matt. 10:39) Who in their right 
mind would then want to be a disciple of 
Christ? ....except....he fills our emptiness with joy, 
binds our wounds with love, and washes away our 
sins. A life with Christ is more wonderful than we 
could ever hope or imagine. Nothing on earth can 
compare. So, are you ready to follow Christ?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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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님  

연중 제13주일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종

교적인 심성을 타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 종교

의 역사는 그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원시 종교의 형태를 보면, 지금과 비슷한 모

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것처

럼,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

의 은총을 바라는 형태입니다. 원시 종교의 예식에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면서 

자연이나 정령을 숭배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러

한 형태의 신앙을 두고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며 복을 비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형태의 신앙의 차원에만 머물

지 않고, 점점 더 종교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경전과 예식 등을 갖추며 더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했고,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성숙을 돕는 영적인 

차원에도 초점을 두게 됩니다. 현대의 종교는 단순히 

복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성숙 또한 

지향합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 지향

을 두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1독

서는 열왕기 하권의 말씀으로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

기입니다.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엘리사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느

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매번 대접을 받

은 엘리사는 그 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들이 없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얻

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한 여인이 하느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

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단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
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을 성실히 섬긴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될 은총입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은 그 여인에게는 정말 기쁜 소

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 말씀에서 더 중요

한 점은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여인이 엘리사 예언자를 정성껏 대접했다는 데에 있

습니다. 여인은 상을 바라고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

라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사

하기 위해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비슷한 점을 생각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1독

서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를 예

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1독서에서 여

인이 엘리사 예언자를 대접하여 상을 받게 된 점을 

상기시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

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도 하느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이 목적이 아니라, 예언자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받아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가 받을 상을 기대하며 

하느님을 섬기기보다 하느님을 섬기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합당한 예물을 봉헌하고,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내려 주시는 형태를 지니고 있

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형태처럼, 우리 신앙생활

이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

리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

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분의 원의에 따라 우리가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느님

을 하느님으로서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느

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로부

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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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중 13주일 6월 28일 ‘예수 성심 성월’의 마

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공동체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일 월요일, ‘성 베드로

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부터 공동체 미사를 재개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안 만나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

운데 무서운 어정쩡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화두는 안전한 방역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

능하면 장갑을 끼고 자주 손 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

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도 미사 전 미사 중간에 방역에 철

저히 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 10장 37-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되는가? 지식인? 현자? 부자? 
마을 유지? 예언자? 의인?  
 
  결론은 위의 거론된 모든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
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 받은 사람, 병자 등등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초대받았고 예수님을 따를 자

격이 됩니다. 즉 하느님은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세상

의 모든 이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

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평양 감사도 제 싫으

면 그만이다’는 말이 있고,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 있어도 먹여주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

서 말씀하신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

라와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

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놀릴 때 물어보는 질문은 “엄마가 더 좋

아 아빠가 더 좋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질문에 당

황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의 표정에 어른들은 재

미있어라 하며 계속해서 대답을 유도합니다. 어떤 아

이는 어쩔 줄 모르고 울고 맙니다. 참 어른들이 못 됐

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아이의 심리 정서상 좋지 

않은 질문이기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님이 더 좋아 내가 더 좋

아? 자녀들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하고 물어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난이 아니라 근엄한 판

단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

다. 지금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적

으로 말하면 누구를 더 좋아하면 그 차등이 생기고 차

별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기서 부모님은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떠 어떤 이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

은 분은 세상에 없어! 하고 단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놓치기 싫으니 어정쩡하게 예수

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더 사

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

게도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부모

님이나 자녀들이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더 친

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더 깊은 사랑

을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가 자신의 식구를 넘어서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

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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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3주일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화답송                     

 

 

영성체송                                                  

도네이션  

신용조합에서 $10,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오 10: 42)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단한 이웃이 아니라 작은 이입

니다. 보잘것없는 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친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물이 흐르듯 아래로 

흐릅니다. 더 작은 이, 더 아픈 이, 더 약한 이 등등을 

사랑하며 차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 사랑에 동참하였

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

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

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

니다.” (6: 4)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체 성사는 이를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따라서 예수

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내 것 

내 식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가 위로받고 싶고 응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에 먼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면 또 더 큰 위로와 응

원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더 사

랑하면 더 큰 사랑이 내 식구들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힘

을 얻어야겠습니다. 금전적 풍요가 우리 삶을 편리하

게 할 수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회

적 성취욕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도 잠시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

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 가장 불확실한 시기 예수님의 사랑

으로 힘내십시오. 저도 우리 공동체 식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무실 휴무   

Independence Day 관계로 7월 3일(금)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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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재개에 따른 주의 사항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미사가 6월 29일(월)부터 재개됩니다.  

미사 참례 시 아래에 나와 있는 중요 주의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에 관한 주의 사항  

 평일 미사는 7 a.m. 참례가 가능합니다.  

 당분간 8:30 p.m.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미사는 7월 4일(토) 8 p.m. 토요 특전 미사부터 주일미사를 재개합니다. 

 토요특전미사는 8:30 p.m.에서 8 p.m.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6 p.m. 미사는 6 p.m.에서 5 p.m.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9:30 a.m.미사와 12:30 p.m. 미사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당에 못 오는 신자분은 일요일 유튜브(YouTube) 미사를 시청하기 바랍니다.  

 성전 문은 평일 미사 때 매일 6:30 a.m.에 오픈합니다. 
 

미사 예절에 관한 주의 사항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셔야 하며 성체는 사제가 손바닥 위에서            

    손바닥 안으로 떨어뜨리므로 성체가 손바닥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사 중 장궤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인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응송은 옆 사람에게 안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로 합니다. 

 헌금 봉헌은 영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봉헌함에 넣습니다. 

 미사 전에 고백성사는 없습니다.  

 고백성사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약속을 정한 후 야외에서 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례미사는 있으나 장례예절은 없습니다 
 

미사 참례에 관한 주의 사항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 앞문만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앞문 입구에서 봉사자가 발열체크를 합니다.  

 성전 입장 시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미사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파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곳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같이 차를 타고 온 분은 사회적 거리(6피트)를 두지 않고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바로 성당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갈 때는 성전 양쪽 옆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매일 미사책을 제외한 공공 물품(성가책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의심되거나 감기, 기침, 발열이 있는 분은 미사 참석을 자제하고 온라인 

미사에 참여합니다. 

 화장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분은 교육관 화장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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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0년 6월 28일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
central 홈페이지 https://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

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6월  28일 

온라인 문자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
izer 박스에 체크해  주

세요. 이 박스에 체크

를 하지 않으면 내 이

름이 공개됩니다.  

        [Ongoing 을 선택했을 때]    [Custom 을 선택했을 때] 



3.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하

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

니다.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

일을 설정한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

없습니다.  
 

 
 
 
 
 
 
 
 
 
 
 
 
 
 
 
 
 
 
 
4.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6.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튼

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

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음 방

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인

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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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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