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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이 태 희  김 혜 영  조 은 경  

8시 미사 오 규 화  정 봉 재  김 신 화  차 충 재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하 명 주  주 호 종  

6시 미사  신 은 혜 왕 은 희  선 다 형  문 소 영  유필립•윤성두•김남효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예물준비성가 
  

220번 
219번 

생활한 제물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156번 
500번 

한 말씀만 하소서 

평화의 하느님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이집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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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칠월의 여름은 망중한의 여유가 어울릴 것 같은

데 오늘 연중 14주일의 복음(루카 10: 1-12, 17-20)
에서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

다.”라며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72명의 제자들에

게 수확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왠지 제자들은 서둘러 

마을로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가까

이 왔다.”고 알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세상적인 

여유와 하늘나라의 여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

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리 여유로워 보

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

레아에서의 복음 선포를 마치고 “하늘로 오르실 

때가 차자“ (9:51)당신의 미션의 마무리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순례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순례

를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9장에서 두 번

이나 예고하시었습니다. 그 죽음은 고통스러운 

박해의 예고였으며 당신의 부활에 대한 예고였습

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

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조급해지셨는지도 모릅니

다.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때가 점

점 가까워 오는데 제자들은 아직 하느님의 원대

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사랑의 깊이는 세상으로부터 소외

되고 천대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장이 끊어지듯

이 아픈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치유를 해주셨다

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는 사랑

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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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릴 적 몸이 허약해 자주 아팠던 때에 아

주 말랐었습니다. 집에서 목욕을 시켜주던 어머

니는 손과 등의 때를 밀다 보면 살집이 없어 살

가죽이 접히면 제 등을 찰싹 치며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는 괜

스레 맞은 등짝이 아프고 서러워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자식이 크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이해해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

니의 그 사랑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사랑

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

신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고 있

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처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에

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

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

적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두려움

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루카 복음의 시작을 상기하면 어린 성모님께 

찾아온 가브리엘 대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모님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는 불가능

한 일이 없다.” (1: 37)라고 말합니다. 이에 성모님

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

자 제자들은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

냐며 투덜거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 일지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루
카 18: 25-27)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루카 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달리 두 번

이나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루카 복음의 공동체의 힘은 바로 높은 데서 오시

는 성령이심을 강조합니다. 루카 복음에는 어느 

복음보다도 많은 16번의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

고 루카 복음의 2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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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에는 무려 53번이나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72 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서 명한 대로 복음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러 떠납

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합니다. 자
신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해 주었기 때

문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마치 세상을 얻은 듯

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직 더 큰 힘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

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라

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12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고 

오늘의 복음에서처럼 기적도 직접 행하였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

다.  
 
 결국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파스카 신비 후에 높은 곳에서 오신 성령이 제자

들에게 내린 뒤에야 이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온몸과 온 

맘, 온 정신을 다 받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닮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

라집니다. 갖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배우듯이 우리도 아이처럼 예수님의 

말과 행 동을 따라하며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

을 하늘에 쌓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인간적 논리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부터 시작합

니다. 마더 데레사 성인께서 좋아하신 격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세상을 바

꿀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

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

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20절에 “영들이 너희에게 복

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 된 것을 기뻐하여라.” 고 말씀하신 다음 21 
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

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

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도는 세상적 지혜와 슬기에 기뻐하기 보

다는 아버지 앞에서 철부지가 될 겸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몸 바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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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마련 

음악피정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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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금지 

7월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베난시오 신부님 음악피정  

Pizza Night   

유아 세례 

8월 4일(일)  1:30 p.m.   성전  

7월과 8월의 경로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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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제4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혼인교리 강좌 안내 

제24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혼인교리 

 

 

 

연령회 월례회  

 

울뜨레야 팀회합  

성제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대건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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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6월 23일(일) - 6월 29일(토) 18,131단 

누적 봉헌 단수 총 601,332단 

기념사진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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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임  

생활 상담소  

요셉회 월례회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단체별 회의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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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1구역 1반 

7월 16일(화)  12 p.m.   
성당 친교실 2번교실   
반장 : 백 데레사 (646) 354-3959 

Whitestone 구역 8반 

7월 17일(수)  10 a.m.  박광옥 안젤라 Home   
157-31 19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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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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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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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Sunday School  

Announcements  1st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July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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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only boas of the cross of Christ.” the cross 
planted at Jerusalem ties together heaven and earth and 
all on the earth. It offers neither riches nor power, but 
opens paradise, the new Jerusalem, for those who fol-
low Jesus. This new Jerusalem where God dwells is our 
holy mother, suckling and comforting us in the church 
until the end of time, the Eucharist, divine food for 
our salvation, is the nourishment received form the 
cross and the new Jerusalem. 

Baptism 

Speci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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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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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Infant Baptism  
August 4th after 12:30 p.m. mass.  
Class for infant Baptism on July 27th (Sat)  
Needed : birth certificate  

Children’s Mass  
There is 12:30 p.m. (Children’s) Mass during the  
summer break. 

Family Photograph Day 
When: July 14th, 21st, and 28th (Sun) 
Place: Church Basement.  
Photo Shooting Time : 9 a.m. - 1 p.m.   
This is fundraising for St. Joseph’s Society Filial Tour.  

No Parking  
Please do not parking at church parking lot every 
Thursday from July 11th to August 15th.  
Date : July 11th(Thur), July 18th(Thur), July 25th(Thur) 
          Aug. 1st(Thur), Aug. 8th(Thur), Aug. 15th(Thur) 
Time : 12 p.m. - 1 p.m.  
If you have to do parking at church at that time, please 
park the near by church exit or right next the catholic 
union bank.  

No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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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7, 2019 

 Congratulations to all graduating seniors! Summer vacation is here. Time to relax and have fun. But 
here’s the thing: you are not just students; you are also disciples. Disciples of Jesus. Studies may end 
but discipleship lasts a lifetime. Our faith is not some piece of clothing you take out of the closet once 
a week and wear only on Sundays, then take off and put away for another week. Nor is it an accessory 
or piece of jewelry we wear once in awhile just to look good. Our faith is a central part of who we are. 
Like food we eat that becomes part of us, the faith we believe must become part of us. We have one 
task: to announce the Good News to everyone everywhere, no matter who there are or where they live. 
 
 We need not do this by preaching to them about Jesus. It’s much more effective and attractive to 
show people Jesus, by doing those things he commands us to do: help the poor and oppressed, lift up 
the downtrodden, feed the hungry and console those who mourn. We don’t do these things just be-
cause people need them, want them, or deserve them; we do them because that’s what it means to be a 
follower of Christ. 
 
 So our success as disciples is not measured by the number of baptisms we performed or how many 
Bibles we sold. Our success is measured by how many opportunities we took to reflect the love of 
God into the world. People everywhere long for the living water. We owe it to them to lead them to 
the fountain of faith.  

                        

 For pastors and people who work to reconcile and unite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rue peacemakers to lead the nations of this troubled earth. We pray to the Lord. ◎  

 For anxious and weary people who cannot rest or sleep. We pray to the Lord. ◎  

 For harmony and tolerance in our family circle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repose of the souls of our departed relatives and friends.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7, 2019 (Year C)  No. 2428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66:10-14c (10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Galatians 6:14-18 
Communion Antiphon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the man who seeks refuge in him.  

 

9:30 A.M. MASS 

Opening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547 
Breaking Bread Communion Dona Nobis Pacem 203 

Breaking Bread 

Offering 523 
Breaking Bread Closing 53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547 
Breaking Bread Communion Dona Nobis Pacem 203 

Breaking Bread 

Offering 523 
Breaking Bread Closing 531 

Breaking Bread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Peace to this househ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