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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방 진 우  장 미  오 캐 런  

8시 미사 윤 정 애  윤 석 채 박 만 선  정 춘 홍  

11시 미사  이 수 이  최 윤 승  최 현 진  박 해 성  

6시 미사  송 지 연  김 가 희  박 범 영  고 원 준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49 번 옹기장이 

예물준비성가 
  

221번 
220번 

받아주소서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88번 
177번 

천사의 양식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파견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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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보내주신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

습니다. 한 12년쯤 되었을 겁니다. 내가 퀸즈성당

에 보좌로 처음 부임 받고 와서 사목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일이였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여러 가지 일로 주의가 산만하면서 이상하게 정

신없이 여기저기서 작고 큰일들이 일어나고, 사

방팔방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일 미사 집전하랴, 주일학교 챙기랴, 신자분들 만

나 얘기하랴, 그리고 고해성사 주랴, 정신이 없었

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

습을 “머리 없는 닭이 펄럭펄럭 거리며 뛰어다니

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일

에 꼭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시간을 보내고 

12:30분 미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쯤 스트레

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있었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화를 터트리겠다 

하고 생각이 들면서 사무실(옛날 사무실)에서 정

신없이 일 처리를 하면서, 혹시나 또 무슨일이 생

기지나 안을까 “걱정”하며 사무실 문 쪽을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린 남자

애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바라보다 내 눈과 마주

치자마자 깨끗하고 맑게 빵긋 웃음을 짓는 것이

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스트레스

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언제 그랬

냐는 듯이 스트레스가 사르르 가라앉는 것을 느

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당신의 은총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고 웃

으며 사목하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았습니다. 그래

서 하던 일을 급하게 정리하고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벌써 엄마랑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 2서의 말씀에서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하신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

해 안간힘을 쓰다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 생각과 마음과 눈을 한데 모

아서 “우러러보며, 주님의 자비”(화답송)와 은총

에 의탁하는 것이 신앙의 현명함 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현명함으로 주님께 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데, 그 방법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평

범하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신성한 은

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질투와 오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이 보내신 도구를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주님께

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받지 못하는 불쌍

한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기도의 답을 가장 평범한 방법으

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당신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자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복음을 통

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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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 미카엘 신부  

알기 때문에 이웃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앎은 내적인  

지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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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남자아이를 당신 사랑의 기쁨을 가르치

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어떤 이웃

이든 나에게 주님의 사랑, 은총과 자비를 체험

하게 해주는 이가 주님의 도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준비를 같이한다

면, 나약한 나의 하루, 하루 생활에서 충만한 주

님의 자비에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래아 호숫가 주변에서 말씀과 이

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

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오시어 회당에서 가

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 디서 저 모든 것

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
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 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

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마르 6,2-3)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하는 그들은 바

로 말씀이 끝난 그 순간에는 그분을 좋게 말하

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 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

하던 사람들입니다.(루카 4,22 참조) 그러나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하 

면서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집니다. 이렇게 싸늘

해진 분위 기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그 선입견과 편견은 다름 아 닌 예수님의 가

족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에서부 터 시

작됩니다. 예수님의 평범한 가정사를 안다는 사

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지면서, 고향 사람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한가운 데서 일어나지는 않는가?’ 뒤돌아보

니 그렇지 않다고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

끔 제가 잘 안다고 여기는 친구나 어 떤 신자를 

보며 화를 벌컥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화를 내는 

내 속마음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 로 하는구나!’, ‘내가 이미 알고 있

는 그런 식으로!’라는 생각 이 앞서며 화가 치미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기도하던 중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나의 선입견과 편 

견이 얼마나 깊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 말입니

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은 내가 그를 잘 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내가 상대를 안다는 

것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 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앎은 나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 누구를 앎으로써 그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앎은 나에게 소중한 것 이 됩니다. 그
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만큼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앎

은 나의 내적 지식으로 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를 알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곤 하

였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선입견이나 편견

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를 알기 때문에, 더 배려

하며 받아들이는 어느 신자의 표양을 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서울 주보 (제2182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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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교리  

혼인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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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토마스 신부님 추모미사  

일시 : 7월 12일(목)   7 a.m. 미사  
미사 후 연도와 성묘가 있습니다.  
성묘 버스 출발 : 9 a.m. 성당 앞 

버스제공 : 중앙 장의사  
St. Charles 묘지 : Setion#41Range “H” P20T 
                            St. Matthew 석상 앞 (Grave: 0734) 

가족 사진촬영 및 음식 판매 

기간 : 7월 15일(일), 7월 22일(일), 7월 29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하상회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 대회 

일시 : 7월 22일(일)   2 p.m.  
장소 : 주차장 

문의 :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푸심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단

체는 사목회 총무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편 성경공부  

일시 : 8월 7일(화)  8:30 p.m.   
시편 성경 공부가 8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있습니다.  

유아 세례 

8월 5일(일)  1:30 p.m.   성전  

본당 신부님배 경로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7월 18일(수)  1 p.m.  
장소 : Clearview Golf Club 
비용 : $100 
점심(골프 클럽), 저녁(성당 친교실) 제공  
본당 신부님배 경로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1 p.m.
부터 샷건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담없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회 봉사자 모집  

성전 꽃꽃이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봉사자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박 미카엘라 (347) 533-0089 

뉴욕/뉴저지 제3차 선택 주말 

일시 : 9월1일(토) 10 a.m. - 9월 3일(월)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주소 : St. Paul Abbey -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 신청 : www.choicenynj.com  
신청 마감 : 7월 31일(화)  
참가 신청비 : $240 ($50 non-refundable deposit)  

7월과 8월의 경로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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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헌혈 행사  

일시 : 8월 26일(일)  8:30 a.m. - 2:30 p.m.  
주최 : 간호사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요셉회   

한국학교 교사 모집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718-321-7676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필요시 아이와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7:45 p.m.  
문의 : 이한나 글라라 (917) 403-5321 

요셉회 월례회 및 청소 

7월, 8월 2개월간 요셉회 월례회 및 성당 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2018-19년도 케루빔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5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7월 29일(일)까지 
문의 : 유남미 아네스 (201) 674-2368 

2018-19년도 로고스 성가대원 모집.  
대상 : 6학년– 12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7월 29일(일)까지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단체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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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7월 8일 

생활 상담소 

7월 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박종근  

 

  

  

반모임  

Flushing 2구역 3반 

7월 14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울뜨레아 팀회합 

7월 9일(월)로 연기된 울뜨레아 팀회합과 공부는 

휴강합니다. 다음 울뜨레아 팀회합과 공부는  

8월 첫째주 월요일 8월 6일입니다.  
8 p.m.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울뜨레아 회원이 아니신분도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 (646) 286-4328

Flushing 2구역 7반 

7월 14일(토)  7 p.m.  강상숙 모니카 Home 
33-09 160 St.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안나회 월례회 

일시 : 7월 13일(금)  10 a.m.  성전  

헌화회 월례회 

7월과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성제회 월례회 

일시 : 7월 8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7월 8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Whitestone구역 8반 

7월 11일(수)  10 a.m.  조복생 모니카 Home 
166-04 21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단체별 회의  

연령회 월례회 

7월과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Whitestone구역 1반 

7월 17일(화)  5 p.m.  이정옥 아이린 Home 
9-50 College Pl. College Point, NY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꾸리아 평의회  

울뜨레아 

일시 : 7월 15일(일)  1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7월 19일(목)  12 p.m.  전윤애 아녜스 Home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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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Paul  재  정   교  육 



광고주 모집합니다. 대 성  
이 발 관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347) 732-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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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July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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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e Regina  
(Legion of Mary : Young-adult group)  
Time : 1 p.m.  
Contact : Katherine Mun (646) 462-5324 

Sunday School 

We are looking for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teachers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Sr. Han at 718-321-7676. 

 

Date : Sunday, July 8th 
Place : Education Center  
Grades: Graduating 5th graders to 12th graders 
Students must be currently enrolled in Sunday school. 
The 9:30 mass needs new liturgy readers.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Note: All new liturgists must proclaim the Word at the 
12:30 pm mass during the summer before they are 
switched to 9:30 am mass. 

 
                                                         
 No profit in prophecy. In his hometown, Jesus found 
people were too close to him to have faith in him, his 
words and his work.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he 
felt the strength of his weakness. Our task is to learn 
the fragility of our own status and find our strength in 
the Lord. Then we can prophesy: tell the truth about 
reality and speak of the Lord’s steadfast car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Come, Lord Jesus! Maranatha!  

We are looking for Korean School teachers.  
Please contact Sr. Hur at 718-321-7676. 

Marriage Pre Cana 
Date: July 21th (Sat)   1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30  
Question: Church office (718) 321-7676 

Infant Baptism  
August 5th after 12:30 p.m. mass.  
Class for infant Baptism on July 28th (Sat)  
Needed : birth certificate  

Sunday School Teacher Workshop  
Date : August 25th (Sat) - August 26th (Sun)  
Place : Mariandale, Ossining, NY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 Grade - 5th Grade  
Register : Until Jul. 29th (Sun)  
Questions : Nammi Yoo (201) 674-2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Recruitment of Logos (Teen’s) Choir 
Grade : 6th Grade - 12th Grade  
Register : Until Jul. 29th (Sun) 
Questions : (718) 321-7676 
Current choir members also have to fill up the registra-
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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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destroy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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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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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In the second reading today, St. Paul talks about God giving him a “thorn in the flesh” to keep him 
from becoming arrogant. What was this so-called thorn? Some scholars suggest he had a speech impedi-
ment, like Moses. Others another physical ailment like epilepsy. Still others opine that St. Paul, being celi-
bate, may have struggled with his sexuality or lust —truly a thorn in the flesh. But we just don’t know. 
The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ALL of us struggle with faults and weaknesses. But St. Paul BOAST-
ED of his weakness! 

 We usually try to disguise our weak points and even pretend they don’t exist. But St. Paul realized that 
the goal of a Christian is to die to oneself so Christ might live in him or her. He states, “I have been cruci-
fied with Christ and so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People who have gone into rehab and are in recovery make the best Christians because, having faced 
their demons, they surrendered to the “Higher Power” (in this case, God) and witness with their lives how 
they now live sober, healthy and happy lives. It is the power of resurrection, or as stated in the 
song Amazing Grac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e don’t have to boast of our weaknesses, as St. Paul did. But neither should we ignore or hid them, 
pretending they aren’t there. Rather, we should face them and, with the help of a confessor or spiritual di-
rector, see what good can come from them. Then by the grace of God, we can let the power of Christ shine 
through our wounds and weaknesses so that we, too, might live fully new lives in Christ. So, what is your 
“thorn in the flesh”? 

       Weekly Homily                                                                                                                                                                  July 8, 2018 

 Universal Prayer                                  July 8, 2018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8, 2018 (Year B)  No. 2375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Our eyes are fixed on the Lord, pleading for his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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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  12:30 P.M. MASS 

Opening          O Breathe on Me, O Breath of God 650 
Breaking Bread Closing We Walk by Faith 497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