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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장 창 규  김 안 나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박 영 서 

11시 미사  박 의 진  이 유 경  이 병 님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 왕 은 희   김 남 효  

화답송 

입당성가  199번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5번 주의 잔치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고 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 두 나에게 오 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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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7월 5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7월 5일 연중 14주일이며 또한 한국 교회는 

“한국 수도자의 수호자 김 대건 안드레아 성인 기념

일”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축일은 보편 교회의 축일이 

아니라 지역 교회인 한국만의 축일입니다. 한국 순교 

성인의 보편 교회 축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축일을 

지냅니다. 이날의 공식 이름은 “김 대건 안드레아와 

정 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 축일”입니다. (여담이지

만 9월 20일 되면 제가 아는 여러 교구 신부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사 때 저를 위

해 기도했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교구에 대건 안드레

아 본명을 갖은 신부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좀 특이

한 경우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 미사는 지난 3월 15일 사순 3주일 

이후에 112일 만에 우리 공동체 주일 미사를 드립니

다. 지난 3달 반 동안 우리 본당 사제들은 공동체 식

구들이 없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

왔습니다. 어느 미사나 성스럽고 은총이 가득하나 인

간적으로 공동체 식구들이 없는 미사는 마치 앙꼬가 

빠진 찐빵 같다고나 할까……오랜만에 공동체 식구

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준비함에 있어 설레고 긴장

이 되며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설렘과 긴장은 당연하고 스트레스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니 뜬 구름 잡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목회와 제 단체 그리고 

봉사자들의 수고로 최선을 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지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교님은 주일 미사 참례를 

의무에서 관면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꼭 미사에 참례

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에 유튜브나 교구 방송의 한국

어 미사 중계를 꼭 시청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회 격리의 단계

가 지속적으로 풀어짐에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하고 

미사를 재개하게 되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거

나 호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

다. 따라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더욱 긴장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

진 환자는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기침을 하고……등

등 일반적인 증상만 생각하여 보통 열이 없는 사람은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발견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확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들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

증상 확진자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마스크를 꼭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누를 칠하고 씻으며 

성모송을 두 번 외우면 약 25초가 지납니다. 바이러

스를 다 죽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번 팬데믹은 2년을 갈 것 같습니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과 또 개발이 돼도 일

반 사람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

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들은 평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소독제, 장갑 등등 

 

  오늘의 복음은 그나마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는 말

씀입니다. 11장의 25-30절의 말씀으로 “고생하며 무

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

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

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

다.” 

 

  이 복음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듯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도 위로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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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는 안식은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필요한 안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안식을 꿈꾸

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사회 격리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냈습

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점점 편해지

기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지면서 휴가가 아닌 하루하루가 고문 같

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몸이 편하다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

이 편해야 몸도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다시 깨

달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을 믿는다는 것이 언뜻 귀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

다. 기도해야 하고, 주일 미사를 가야하고, 또 헌금도 

내야하고, 나아가 이웃에게도 잘 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등등. 우리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직

접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도덕적 생각과 행동에서 세

상적인 것에 비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불편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상적 편안함이 육체적으로 당장의 정신적으로 편안하

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단지 일상의 불편함이나 귀찮아서 신

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성취욕으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유불

급입니다.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러한 성취욕은 몸과 

마음의 안식이 없어 결국은 스스로를 망가트리게 됩

니다. 문제는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말대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고 도덕적 부담감을 주고 주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귀

찮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식사도 거르고 일만 하는 사람

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

은 아닙니다. 하루 잠깐 잠깐이라도 아주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에 위로를 줍니다. 아주 짧은 묵

상이 우리 삶에 지혜를 줍니다. 아주 짧은 성경 구절

이 우리 삶에 힘을 줍니다. 이렇게 잠시의 예수님과의 

시간을 우리 일상에 녹아내면 우리 삶은 곰삭은 장맛

처럼 깊고 감칠맛이 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오너

라.” 예수님의 이 초대에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입니

다.  

 

  예수님은 노력하지 않는 이를 안타까워하지만 노력

하다 실패한 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더 잘 할 수 있는 지

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설 수가 없습니

다. 넘어지지 않으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회개하

지 않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지혜가 

쌓아가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용서를 받지도 하지도 못해 스러져 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와 같습니다. 유다

의 잘못은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의 짐도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가볍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번의 주일 미사를 집에서 유튜브나 방송으

로 참례하다 성당에 나오려면 참 힘이 들 수도 있습

니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례하더라도 신앙의 기본인 기도 생활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불확실한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

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

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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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0년  7월  5일 

첫째 주일 (7월) 알 림 

코로나 19 이웃돕기 상반기 결과 보고  

한아름 상품권 $5,200, 현금 $11,600을  

열아홉 가정에 나누어 전달하였습니다.  

 

부 고  
 

 

지난 6월 1일(월)부터 6월 21일(일)까지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하느님의 품에 계시는 형제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김)영애 스텔라 (6월 1일)  

황경아 세실리아 (6월 6일) 

 
 

오춘득 안나 (6월 9일) 

이정자 마가렛 (6월21일)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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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재개에 따른 주의 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미사가 지난 6월 29일(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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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수,목,금 8:30 p.m. 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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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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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0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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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rue Freedom in Christ 
<Fou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5,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Yesterday we celebrated Independence Day a little differently than we have in the past. For years the 
day was traditionally observed with parades, picnics and fireworks. Sometimes lost in all the fun and ex-
citement is the reason for the celebration: the decision of colonists to declare that continued British rule 
was repugnant to the well-being of Americans. Risking their reputations, wealth, property and life, they 
took a stand and signed the now famo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riggering the Revolutionary 
War. 
 
   For 244 years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inspired oppressed peoples around the world. No longer. 
Our political reality has degenerated to the point where other countries either laugh at us or pity us. Many 
generations of Americans gave their lives defending our liberty. Each generation is called upon to sacrifice 
to keep our nation free. The problem is, over the past decades and years, we Americans have become 
complacent and take our freedoms for granted. When the COVID-19 pandemic hit us earlier this year, in 
short order we lost, at least temporarily, our right to assemble, our right to an education, our right to prac-
tice our religion by gathering together to worship. Denied the Mass and the Eucharist, we had to nourish 
our faith by private prayer and stand in the hope that Jesus keeps his promise to remain with us always. 
 
   Every year we celebrate our independence from England on the 4th of July. But at every Mass we re-
member that Jesus set us free from sin and death. And standing on this foundational freedom in Christ, 
we can now dedicate our lives to defending our nation’s liberty. 

Announcements  1st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esus wants us to take up his burden as he takes up 
ours.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light,” he 
says. His burden, the cross, is a way of life. Our own 
burdens are better shared with the one who leads us 
to salvation. The Father has entrusted all to Jesus, his 
son, who leads us home. God invites us to his table, 
the Eucharist.  

Our parish delivered gift cards (total of $5,200) and 
total cash of $11,600 to total 19 families .  

Prohibi 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All church group mee ngs will be suspended 
un l further no ce.  

 

There is no choir and altar serving  
at thi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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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5, 2020 (Year A)  No. 2481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Zechariah  
   Zechariah 9:9-10 (100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9, 11-13 
Communion Antiphon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bur-
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of Christ, locally and around the world: that all believers may live fully in the Eucharis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though we have been physically separate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health of all first responders, care givers and essential personnel battling this disease: That the Holy 

Spirit protects them as they care for other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victims of war, violence and injustice: That they find a peace based on justice, compassion and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economically vulnerable, especially those affected by the pandemic: That they receive help and given 
fair opportunities to satisfy their needs and contribute to their own welfare as well as to the common go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hat are seeking to achieve the equality of basic rights for their fellow man though their peaceful 
actions: That their actions touch the hardened hearts of their fellow man.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left us during this pandemic: That we join them one day at Heaven’s banquet. We pr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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