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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백 정 덕  정 춘 홍  

11시 미사  박 의 진  서 기 호  이 유 경  한 경 수  

6시 미사  이 승 룡  문 소 영  왕 은 희  이 미 첼  송지연•김남효•유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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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예물준비성가 
  

216번 
512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78번 
163번 

성체 앞에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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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의 뒤

를 이을 예언자를 세우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엘

리사를 찿아가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

옷을 걸쳐 줍니다.  이 겉옷은 엘리야의 예언자로서의 

역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

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

가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의 겉옷

이 떨어지고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의 행동은 확고하였습니다.  그

는 밭을 갈던 소들을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불

을 피워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나섭니다.  소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피웠다

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다시 옛날의 농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

는 것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

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라는 화답

송의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몫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련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수난과 죽

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그분의 사명을 이룰 예

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사마리

아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

니다.  하지만 갈릴레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먼 

길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경멸하였고, 사

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다인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며 유다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 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자고 합

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릴 불은 파괴하

는 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수가 아니라 관용과 용서를 

배우기 원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

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8:4-8)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번

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아들은 머

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

이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고 또 어떤 곳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그분이 계신 곳, 죄인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다녀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람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의 나라를 알려라” 하신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에서 ‘죽은 이’와 ‘마을’이 아주 비슷한 단어여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이들

의 장사는 마을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여기서 마을은 가족이나 친척, 마을 사람들을 의미합

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급

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사람에게 하신 “쟁

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

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름에 온전히 헌

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우리 삶의 의미는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

는 것 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있는지 생각해 봐

야 하겠습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

느님께서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시는 삶, 그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오

늘 복음의 세 사람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

람들로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

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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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30일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을 지냅니다. 오랜만에 녹색 

제의를 입는 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

난 3주간에 걸친 대축일에 이어 오늘 연중 제의를 입

습니다. 상록수처럼 여름의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신앙심을 북돋아 주는 색깔입니다.  
 
 하지가 지나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여 따가운 햇

살이 그늘을 찾게 합니다. 이제 산으로 들로 더위를 

피해 더위를 즐기러 가족끼리 간단한 여행이 잦은 계

절입니다.  모쪼록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또한 어디를 가시던 주일 미사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주일 미사까지 

방학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름 방학 때에

도 주일 12시 30분 미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스마트 폰의 애플이 잘 발달되어 주변의 

성당과 미사 시간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까지 알려주

어서 참 편리합니다. 따라서 어느 휴가지에 가더라도 

몰라서 미사를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문득 신학교 때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면 교장 신부님이 신학생들을 

모아 놓고 “No vacation for vocation!” 즉 “성소에 방학

이란 없다.”라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

부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에 방학은 없습니

다.  
 
 지난번에도 설명하였듯이 성령강림 대축일과 거룩

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대축일에 이어 지극히 거룩

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하나의 세트로 

“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징인 성체 성혈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전례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따
라서 매주 주일 미사를 통해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

체는 우리 삶에 항구한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체적 증거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기도 합니

다. 세례 견진으로 받은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지난주 대구 

대교구의 마진우 신부님을 초대하여 치유 피정을 실

시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은총과 치유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돌아온 과달루페 성모님 성

지 순례단의 경험담을 들으니 많은 분들이 성모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

들의 얼굴이 참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기점으로 시작한 과달루페 성모님

의 가정 방문기로 많은 가정이 축복을 받았고 이번 

순례로 더욱 많은 은총이 우리 본당에 가득한 것 같

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순례를 통해 과달루페 성모님을 새

롭게 이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파티

마, 루르드, 메주고리 성모님 등 유럽의 성모님에 대

해서만 들어서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님은 그저 

500년 전 발현하신 옛날이야기로 만 치부하다 이번 

순례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시는 성모님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전 아메리

카 대륙의 수호성인이십니다.  
 
 이렇게 기쁜 성령으로 가득한 유월은 엊그저께 금

요일에 지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또한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제로서 언제나 주님의 말

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
태 20: 28)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

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베

풀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배려이며 이해라는 것

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해

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에서도 예수님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만으로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이에 예수님을 그들을 꾸짖으시고 조용

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정작 행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
고 선포하십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높은 데서 오시

는 분,” 성령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께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불

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질 때만 가능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가족들과 친지들의 즐거운 망중한을 즐기시기를 기

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하느님의 사랑의 힘과 부드러움을 더해 주시어,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며 너그러운 마음

으로 형제들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6월  30일 

다섯째 주일 (6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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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찾아가기 

6  

제4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날짜 : 7월 5일(금)  
종일 성체 현시, 조배, 8 p.m. 십자가의 길,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휴무  

주차금지 

7월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피정  

Pizza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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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가족 사진촬영 및 음식 판매 
기간 : 7월 14일(일), 7월 21일(일), 7월 28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하상회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제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성령대회 참가 신청서  

성령대회  

2019년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fundraising  

2019년 여름학교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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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6월 16일(일) - 6월 22일(토) 19,370단 

누적 봉헌 단수 총 583,201단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봉사위원 모집  
새롭게 생활상담소에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생활 상담소 
7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이상모, 강석구, 홍성우  

 

  

  

구역분과 회의  

 

생활 상담소  

Flushing 1구역 4반 

6월 30일(오늘)  2 p.m.  김영란 마르티나 Home 
144-53 37th Ave. 3rd Fl. Flushing, NY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Flushing 2구역 4반 

7월 6일(토)  4 p.m.  Astoria 아파트 친교실  
31-41 23 St. Astoria, NY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Flushing 2구역 구역미사  

7월 20일(토)  6 p.m.  강상숙 모니카 Home   
33-09 163 St.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resh Meadows 구역 3반 

7월 7일(일)  1 p.m.  강석구 그레고리오 Home   
43-13 159 St. Flushing, NY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울뜨레야 팀회합  

단체별 회의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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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Www.yesnewyork.com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201-242-0505 (NY) 
세실리아  

Free Delivery 
(718) 358-3800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임 보 석 

공보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원장 안 토마스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효안 한의원  

(718) 353-6702 
(718) 600-5416 
142-11 38 Ave.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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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Joseph Veneroso, M.M. 
 

 Wanted: disciples to give up family, friends, for-
tune, and sacrifice their safety, comfort and possibly 
their health in exchange for a cross of opposition, 
persecution, rejection and death. What fool would 
possibly want or accept such a job? Of course, you 
need to know that the reward for such sacrifice is 
eternal life! After all, when you think about it, we do 
many things that risk our safety and there are many 
reasons we leave our relatives and friends. People go 
away to college, change jobs, move to other cities, 
get married. Before we make any big change, we al-
ways have to ask if it’s worth it. The expression the 
world uses is ROI (Return On Investment). Is the 
reward worth the price? 
 
 Some people become Catholic because it’s the “in” 
thing to do. Others may think being Catholic will 
help their business or popularity. But stop and con-
sider: we are called to believe in Christ by following 
him. And we follow him by picking up our cross (the 
opposition of the world) and helping the poor, the 
oppressed, the less fortunate. And why should we do 
that? Because it’s the one thing that gives our lives 
direction, purpose and meaning. No matter what, the 
honor of being a disciple of Christ is worth the cost. 

                        

 For unity and peace within the Catholic Church 
on eart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rue liberty among the different peoples and 
nations of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make weak excuses to escape the 
demands of faith in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nation, may we remember the freedoms 
that the founders wanted for all Americans this 
coming July 4 th , we pray to the Lord. ◎  

 For courage in following our Master.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eternal salvation of the faithful departed. 
We pray to the Lord. ◎  

Special collections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583,201 decades.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June 30th (Today )  
Age : Students going into 6th grade and up  
Start : 10:30 a.m.  
End : 1:30 p.m.  
We are looking for new students to be readers for mass. 
Breakfast will be provided.  
Please note : applicants must be scheduled readers for 
the 12:30 p.m. mass at least twice before they are to be 
liturgists for the 9:30 a.m. mass. 

Vacation for Cherubim  
Time: June 30th (Sun) to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All are encouraged to sing during both the mass. 

Marriage Pre Cana 
Date : July 27th (Sat) Oct. 26th (Sat)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2019 St. Paul Summer Camp Start 
Students : Pre K—5th Grade 
Period : July 1nd (Mon) - August 16th (Fri) 7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First Friday of the Month (July 5th)  

July 4th (Thu)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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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30, 2019 (Year C)  No. 242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Kings 
   1 Kings 19:16b, 19-21 (9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Galatians 5:1, 13-18 
Communion Antiphon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within me,  
   his holy name.  

 

9:30 A.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7 
Breaking Bread Communion Our Blessing Cup 362 

Breaking Bread 

Offering 396 
Breaking Bread Closing 473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7 
Breaking Bread Communion Our Blessing Cup 362 

Breaking Bread 

Offering 396 
Breaking Bread Closing 473 

Breaking Bread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