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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장 창 규 정 희 애  박 지 희  Annie Mun • Eric Kim • Jin Tae Kim 

8시 미사 김 대 성  이 헌 구  윤 금 숙  정 춘 홍  Jasmine Kim • Mina Kim • Ted Park 

9시 30분 미사  Irin Cho Jacob Park Dylan Park Jayson Choi • Jaycee Choi • Claire Lee 

11시 미사  황 리 나  강 석 구  하 명 주  안 준 섭  Mina Kim • Alice Choe • Ethan Lee 

12시 30분 미사  Soobin Lim 황 혜 성  Michelle Park 임 칠 성  전례부  

5시 미사  임 수 빈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전가별 • 이미첼 • 윤성두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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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어느새 칠월의 첫 주일 연중 제14주일을 미국의 

독립 기념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초의 무더위와 

달리 시원한 날입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폭죽처럼 화려한 즐거움은 바로 

자유를 획득했을 때의 기쁨을 잘 표현합니다. 오늘

은 바로 미국이 식민지의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 독

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영국 왕정으로부터의 독립은 시민들이 하느님으

로부터 받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되찾

은 것이며, 오늘 밤하늘을 장식하는 폭죽 불꽃의 화

려함과 천둥 같은 소리는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는 

군중의 함성과 같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제퍼슨이 기안하여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된 선

언문에 영국의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하느님께 부여받은 기본 권

리인 천부권을 천명하며 독립의 명분을 세웁니다.  

 

  기본 인권은 하느님께 받은 권리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으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

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념이고 우리 아이

들이 자라나며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특정인에 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권리입니다. 백인 남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여자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모든 사람은 평등

하게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차

별 없이 행복한 사회 배고픈 이가 없고 억압받는 

이가 없고 자유가 구속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평화

롭게 사는 세상,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믿

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

들입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구

속 받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재산을 먼저 생각합니

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편견

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적 풍요는 행복의 필요조건

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더 많이 갖은 사람이 더 능력자라는 편견도 우리

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주변 사람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삶의 제 1 목표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삼고 이에 

매진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

다. 그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보편

적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행복의 충분조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사랑입

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바오

로 성인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

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

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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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

나입니다.” (3: 26-28)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

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마

태오 11,25-27) 

 

  하느님의 사랑은 인종적 차별과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 학식의 차별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

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온유함과 슬픔과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들이 버려

진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

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

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

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며 살아갑니

다. 이러한 오류는 서로를 부조리한 이유로 심판하

고 반목하고 미워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

다.  

 

  이번 주일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

도 겪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

을 전하다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이가 놀랐

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학식이 

높고 능력이 많은 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출신과 가족을 아는 이

들이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그 동네에

서 그리 부유하지도 않고 명망이 있는 가문도 아닙

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족은 아주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이며 그 아들인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던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

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소위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집안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혜와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직

접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그렇게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예수님조

차도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 복음 사가는 이렇게 서술합

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6: 5-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바로 이러한 편견

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둘

러싼 편견과 선입견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아집”의 

실체가 사라집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허상도 사라

집니다.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입

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

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먼저 이

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편견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선입견이 상

대방과 함께 어울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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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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견과 선입견은 습관

처럼 우리 일상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리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이를 잘 반

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편견을 편견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아니면 

본능처럼 일상에서 툭 튀어나와 우리의 판단을 흐

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으

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

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편견과 실체 없는 선입견

은 예수님마저 놀라게 하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상

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바

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

씀과 기적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삶은 내 편견 안에 하느님을 모시

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자신을 온전히 귀의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

어지고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푸대접은 예수님을 모

욕한 것 이전에 자신들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

를 내었습니다. 예수님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분명히 명시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어느 특정인에 한한 천부권

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 모두에게 속한 권리임을 

모든 이가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생활화가 되길 기

도드립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이 가슴에 울립니다. “유다인

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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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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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  

엘리베이터 인원 제한  

엘리베이터 탑승 시 인원을 제한합니다. 총 제한 

인원은 4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물서적 판매  

사무실 휴무  

본당 큐알코드(QR Code) 

본당 헌금 서비스 큐알코드(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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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미동북부 제38차 지구 울뜨레야  

신부님배 족구•피구 대회   

성제회 월례회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구역분과 야유회겸 월례회  주일학교 견진성사  

지난 6월 27일(일) 24명의 9학년과 10학년 주

일학교 학생의 견진 미사가 있었습니다. 

Agnes Agnes Kim, Annabelle Caterina Na, Regina 
Cecilia Lee, Kristen Christina Cho, Edward Diony-
sius Son, Katherine Elisabeth Park, Ashley Emili-
ana Yi, Flora Flora Kim, Alex Francisco Kwak, 
Ethan Francisco Kwon, Eunice Gabriella Ree, 
Madison Jeanne Lee, Emma Jehanne Lee, Jake Jo-
seph Moon, Arturo Judas Thaddeus Soto, Kevin 
Lucius Kim, Anna Maria Beauchesne, Andrew Mi-
chael Oh, Ryan Nicholas Kim, Mark Noah Nam, 
Aaron Paul Lee, Natalie Rose Shon, Mina Seraphi-
na Kim, Terri Theresa Kim, Victoria Victoria Car-
denas 

2021 복사단 졸업 파티 

 

  

온라인 헌금  

  

 
 

  

  

안나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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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7월 4일 



         미사 봉헌                                       2021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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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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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Only One Thing Can Stop Jesus  

<Fourteen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ly 4,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citizens of Nazareth were not impressed. Who did Jesus think he was? They remembered when 
he was a little kid growing up. Some of them had been his friends and playmates. They knew his fami-
ly. Now he comes back like some big-shot rabbi and healer. No wonder Jesus could not perform any 
miracle. The people had no faith in him. He was too familiar. Without people’s faith, even Jesus was 
powerless to heal except for one or two people.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town and among his own people,” Jesus explained. 
 
  Sometimes we also take Jesus for granted. Every Mass produces the miracle of Christ’s presence in 
the Eucharist, but how many of us have witnessed any miracles in our life? Healing? Answered pray-
ers? So today’s gospel asks us, “Do you have faith?” As with the people of Nazareth, without faith we 
can’t expect to see any real improvements or changes in our lives. The good new is, with faith even as 
small as a mustard seed we’ll be able to move mountains. Put another way, Jesus alone can do very 
little. But Jesus plus a little faith can do everything. 

1st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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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to thank everyone for your prayers, good 
wishes, flowers, cards and gifts celebrating my 43rd 
anniversary of ordination. Much appreciated! Your 
are all in my thoughts, heart and prayers. Let us 
continue to pray for each other!      
                                  ~ Fr. Bae (Fr. Joe Veneroso)  

Agnes Agnes Kim, Annabelle Caterina Na, Regina 
Cecilia Lee, Kristen Christina Cho, Edward Diony-
sius Son, Katherine Elisabeth Park, Ashley Emiliana   
Yi, Flora Flora Kim, Alex Francisco Kwak, Ethan 
Francisco Kwon, Eunice Gabriella Ree, Madison 
Jeanne Lee, Emma Jehanne Lee, Jake Joseph Moon, 
Arturo Judas Thaddeus Soto, Kevin Lucius Kim, 
Anna Maria Beauchesne, Andrew Michael Oh, Ryan 
Nicholas Kim, Mark Noah Nam, Aaron Paul Lee, 
Natalie  Rose  Shon,  Mina Seraphina Kim, Terri 
Theresa Kim, Victoria Victoria Cardenas received 
Confirmation last Sunday on June 27t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4, 2021 (Year B)  No. 2534 

Responsorial  

Psalm 

  

 
 For the Church, its leaders and people: may we have the courage to speak and struggle against all that 

would destroy human dignity, and not be judgmental of our fellow human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rophets who challenge a divisive and partisan government: may the people in power heed 

their call to serve in honesty and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rophets in our midst who care for the oppressed: may their love grow strong and their work 

continue in the face of rejection and hat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gentle prophets whose gift is art: may we learn to hear their song of life’s beauty and pain. We 

pray to the Lord. ◎ 

 F or the depressed and mentally ill:  may we learn to recognize the signs of those in need of help and 
open our minds and hearts to them, especially now that we are becoming more socially activ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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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the deceased: especially those who have passed in service for this country, may we join them later 

at the Lord’s banquet.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Ezekiel        
   Ezekiel 2:2-5 (101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12:7-10 

Communion Antiphon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the man who seeks refuse in him.   

Psalm 123:1-2,2,3-4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