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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영성체성가  
170번 

154번 

 자애로운 예수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Sara Kim • Joseph Kim • Peter Pecoraro 

8시 미사 Edwin Shin • Silvia Jun • Michelle Nguyen  

9시 30분 미사  Monica Kim • Ruby Evans • Sia Kim 

11시 미사  Brian Kim • Justin Kim • Vincent Ro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백현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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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일독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느님의 

계명과 규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그

분의 계명과 규율이 실천 불가능한 어렵고 삶과 동

떨어져 있는 다른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코 밑

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

은 바로 우리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가

까이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은 율법 교사가 영원한 생명에 대

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질문을 질

문으로 대답하시며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자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

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정확하

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학자는 자신이 해

답을 찾지 못한 질문 즉,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착한 사

마리아인의 비유로 누가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셨

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 또는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먼저 자비를 베

풀고 도와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의 비유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계명의 이해와 실천

은 딴 세상에 있거나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

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 

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그

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본받아 주위에 아픔과 고

통, 수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또 왕따 

당하는 사람들과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그리고 연

세 많은 독고 노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이웃이 되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차별 없이, 편

견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

이 영원한 사랑임을 알려 주십니다. 

 

  오늘 주보 강론을 통해 우리 퀸즈성당 교우분들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26일 저의 은

경축에 많은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을 받

으며 지난 25년을 묵상해 보니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끄심이 계셨기에 제가 은경축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

소서. 

   

  그리고 26일 주일 은경축 파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단체들과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영

상으로 보내주신 메시지와 공연은 기쁘고 즐거웠

습니다. 풍물단, 성령기도회, 울뜨레아, 로사로오

회, 안나회 외 모든 단체의 즐거운 공연에 감사드

립니다. 학생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

은 참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한울림과 마니피캇 성가대가 함께 미사와 영성체 

후 특송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아

름다운 목소리로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드려서 더 

많은 기도로 봉헌할 수 있었던 미사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날 음식을 위해 며칠 동안 주방에서 수고하신 안

나회 그리고 로사리오회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

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점심은 그날 오셨

던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맛있고 즐겁게 먹어서 

한 사제의 잔치가 아닌 우리 본당 식구의 잔치가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7월 10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과 단체명을 다 

쓸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제대 준비와 제대 꽃장식 그리고 친교실 준비

와 테이블 준비 및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아름답고 기

쁜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뒷정리

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말없이 본당을 위해 수고하시고 그날도 

마지막 청소까지 끝내느라 수고하신 볼필리오 형

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기도와 사랑은 일 년 내

내 감사 미사를 봉헌해도 다 보답을 할 수 없을 만

큼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사 때마다 여러분

들의 희생, 기도 그리고 사랑 잊지 않고 감사드리

겠습니다. 

 

  우리 퀸즈성당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25년 사목하는 동안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

해서도 미사 때 기도드립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런운 우리 퀸즈성당 교우 여러

분들께 마음을 다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7월의 녹음이 점점 더 짙어 가는 연중 제15주일을 

맞이합니다. 녹음이 짙어 간다는 의미는 수은주가 

우리 인내의 한계까지 오른다는 말입니다. 무더위

는 견디기가 힘들기에 우리의 일상을 느리게 만듭

니다.  

 

  “빨리빨리”가 일상인 우리 삶에 느림보는 게으름

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림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삶이 사

회적 경제적으로 두려움과 혼란의 연속이어서 더

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느

림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더 많

은 것을 본다는 것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혼돈이 아니라 

더 슬기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더

위에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이때에 한 템포 쉬어 

가는 것도 영육간의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은 나의 식구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

하게 만드니 모든 이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

니다.  

 

  여름의 왕성한 녹음 아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

거운 시간을 나누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

간을 나눌 수 있는 느림의 여유가 절실한 때입니

다. 느린 기도와 느린 생각과 느린 말과 느린 일상

으로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감

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느림은 답답함이 아니라 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쉬어 가는 삶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에게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낯선 

이의 고통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비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

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

진 질문에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결국 예수

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루카 

10:25)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생경한 질

문입니다. 요즘 우리 중 몇 명이 이런 질문을 던질

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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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원한 생명?” 아마도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습

니다. 요즘은 “100은 사시겠어요.” 하고 말하면 “아

이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해요. 나는 적당히 건강

하게 살다가 갈래요.” 하고 답합니다. 그러면 “아직 

젊으시네요.” 합니다. 그런데 장난기가 발동하여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중반쯤 되니까 80 중반까

지 사시면 되겠네요.” 하고 말하면 멋쩍게 웃고 맙

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죽느냐가 문

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

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죽지 않기 위해 영원한 생명

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질문을 했다면 “주님 건강하고 풍요

롭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고 물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과 같이 

똑같은 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건강 음식 잘 챙

겨 먹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아내 

말 잘 들으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상할 수 있는 답은 이것입

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르는 이에게도 그가 

필요한 만큼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언제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며 숨 가쁘게 살

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

아가는지도 잊고 살아갑니다. 길 잃은 강아지가 세

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듯이 주변 사람들

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무더운 여름, 녹음의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

으며 천천히 쉬어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무늘보

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 주일 하루를 나 자

신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한가로이 보내면 좋겠

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면 

어떨까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

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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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5주일  

 

둘째 주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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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성지순례  

 

2차 헌금  

어린이 미사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주임 신부님배 족구, 피구 대회  

 

병자 성사  

병자 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로 신청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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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2구역 2반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연령회 월례회  
반모임  

도보 때 주의사항  

요즘 거리에서 폭행, 절도 등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집에 가실 때 되도

록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두 분 이상 함께 다니

시길 권장합니다. 혹 폭행이나, 절도 등의 피해

를 보셨을 경우 꼭 경찰을 불러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9월 23일(금) - 9월 25일(일)  

장소 : 베네딕도 수도원 (Newton, NJ) 

참가비 : $300 (2박3일 숙식비) 

문의 : 황 그레고리오 꼬미시움 단장   

         (516) 790-0971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Forest Hills 구역(Corona반)   

 

성제회 월례회  

안나회 정기 총회  

Forest Hills 구역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7월 17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요셉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블루베리 판매  



정기총회  

7 

생활 상담소  

7월 10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임삼규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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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That the Church, in her pastors and people, may show the love of God by the active love of neighbor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victims of violence and injustice, especially with the rise of mass shootings, that we will raise 

ourselves up to defend them.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priests and Levites among us who ignore the needs of broken people as they hasten about 

their sacred function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good Samaritans of our day, who belong to other churches, but who serve their brothers in 

simplicity, that we will bless them in their work. We pray to the Lord. ◎ 

 For ourselves and all people of faith, that we will come to know God and love him with all our mind 

and soul. We pray to the Lord. ◎ 

제43차 신용조합 정기총회  

일시 : 7월 31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신용조합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생활 상담소 새임원  

소장  홍성우 베드로 부소장  강석구 그레고리오 

부소장  최광희 비르지타 총무  조은하 수산나  

생활 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날짜 : 매월 2째 및 4째주 일요일  

시간 : 12:30 p.m.—2 p.m.  

장소 : 생활 상담소  

문의 : 소장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총무 조은하 수산나 (929) 335-4086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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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11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By Fr. Joseph Veneroso, M.M.  

Fif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10, 2022 

 I never tire of telling the story of the Amish man who was asked if he was a Christian. He replied, 
"You'll have to ask my neighbor." I stand in awe of the Amish. They live mainly in Lancaster County, 
Pennsylvania but there are communities of Amish in 31 states, including Upstate New York where my 
family lives. They live very simply. No cars. They usually drive a horse-drawn carriage. No television or 
telephone or computers. They grow most of their food and make their own simple, black clothing. Their 
homemade furniture is prized for its careful craftsmanship. They teach their own children in one-room 
school houses. They read the Bible every day. But are they Christian? 
 
 In October 2006, a non-Amish man entered their one room school house and shot ten young girls, 
killing five. The boys he released a few minutes before. The shooter then killed himself. Within hours of 
this massacre the community publicly forgave the murderer. They shared their donations with his widow 
and stopped to pray at his house as they buried their dead children. But such forgiveness, however inspir-
ing and admirable, came at a price. They had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Christ and forgiveness ever 
day since then. And with every mass shooting since then their own wounds and sorrow returns. Their be-
lief is that Christ calls them--and us--to let go. Let go of resentment. Let go of anger. Let go of thoughts 
of revenge. The cross of Christ demands we too must let go. Only then will the peace of Christ fill our 
hearts and minds. "Love your neighbor" is the only way that shows whether or not we are Christian. Who 
is your neighbor? Whoever suffers and needs your help and support. Think of that when you make the 
sign of the cross.  

Special Collection  
 Date : Jul. 10th (Today)  
For Missionary Cooperative Summer Appeal 
Sr. Sofia Lee will visit our parish. She is coming 
from Sacred Heart Retreat Center in Gallup, New 
Mexico. 

12:30 p.m. Mass is page 7. 

Jr. Liturgy Workshop 
Date : Aug. 14th (Sun)   
Time : After 9:30 a.m. Mass 
Jr. Liturgy workshop for junior high school and 
new readers. Mandatory for the Jr. high school stu-
dent. Permission slip will be available next week at 
the church office.  
Please contact Andrew Kim, Christine Cho, and 
Mary Moon for more informati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0, 2022 (Year C) No. 2588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30:10-14 (105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1:15-20 

Communion Antiphon 

  The sparrow finds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 young: by your altars,  
  O Lord of hosts, my king and my God.  
  Blessed are they who dwell in your house,  
  for ever singing your praise.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9:14, 17, 30-31, 33-34, 36, 37 

◎  Turn to the Lord in your need, and you will live.  

○  I pray to you, O Lord, for the time of your favor, O God! In your great kindness answer me with 
your constant help. Answer me, O Lord, for bounteous is your kindness: in your great mercy turn 

toward me ◎ 

○  I am afflicted and in pain; let you saving help, O God, protect me.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in 

song, and I will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 

○  “See you lowly one, and be glad; you who seek God, may your hearts revive! For the LORD 

hears the poor, and his own who are in bonds he spurns not.” ◎ 

○  For God will save Zion and rebuild the cities of Judah. The descendants of his servants shall in-

herit it, and those who love his name shall inhabit it. ◎ 

Who is my neigh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