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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게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87번 
506번 

 천사의 양식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김 정 윤  손 신 애  박 현 숙  Jin Tae Kim • Ryan Choi • Andrew Oh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박 만 선  최 명 진  Kevin Kim • Ryan Kim • Clair Kim 

9시 30분 미사  Kristen Cho Alice Cho Gabriel Lee Andrew Oh • Terri Kim • Edward Oh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김 정 옥  김 재 국  12학년 복사들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강 석 구  Ava Kim 김 준 수  Jayson Choi • Jaycee Choi • Ethan Lee  

5시 미사  이 미 첼  천사의 별 Pr. 박 지 은  하늘의 문 Pr. 이상하 • 천태준 • 박민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페소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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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

수님께서 행하셨던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입을 옷과 지팡이 외에는 옷도, 보따리도 그리고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하시며 보내십니

다. 

 

  이천 년 전에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를 “여행”한다면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몇몇의 부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

은 당나귀나 걸어 다녔던 시절이였습니다. 마을

과 마을 사이 또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휴게소나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집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다음 마

을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먹을 하루나 이틀의 

식량, 길을 가다 밤에 길옆에서 잘 때 덮고 잘 겉

옷, 신발들은 여행을 하며 살아 돌아가기 위해 필

요한 필수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행 

때 가장 필요한 몇 가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하시며 더욱이 돈까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고 지시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

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

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조건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그냥 다니며 아픈 사람들, 더러운 영

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회개를 선포

하며 일하라니, 아마도 제자들은 좀 황당해하였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

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이외에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들에게 당신이 구세주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

느님이신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을 파견하

시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에 의지하며 하느

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필

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 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우

는 과정이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먼저 찾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걱정과 아픔 그리고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

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노력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사 청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을 맞는 7월 11일입니다. 

지난주일 독립기념일 연휴로 망중한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 엘사의 영향으로 일기가 그리 

평탄하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요즘 아열대성 기

후에 폭풍이 불어 나뭇가지가 여기저기서 떨어

져 위험합니다. 성당 근처의 한 골목에도 나뭇가

지가 차 위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심

한 날은 외출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11시 미사 중에는 올해의 장학생으

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합니다. 고

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우

리 본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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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올해도 17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이웃에 봉사하는 그리

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

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2학년 복사들의 졸업도 있습니다. 대게 3

-4학년에 복사단에 입단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성당의 미사에 복사로서 봉

사하며 신앙심을 키워온 최선임을 떠나보내기 

아쉽지만 대학에 진학해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

고 주님과 함께 더욱 밝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연중 수도회 지원 2차 헌금이 이번 주

일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우리 

본당에 부탁한 올해의 수도회는 “사랑의 시튼 

수도회”입니다. 지지난해에도 저희 본당에서 큰 

도움을 주었고 올해도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지

원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돕는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신앙 실천

도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어떤 기도보

다도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굳어진 마음이 점점 부드러

워지며 본당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활발해진 본당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만일

에 모를 바이러스 감염에 잔뜩 긴장되는 것도 사

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부탁드립니다. 매 미사가 

끝나고 성당 의자 방역에 많은 자원봉사 부탁드

립니다. 사실 백신 접종이 보편화 되면 많은 분

들이 안전에 해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지 손 소독을 하는 사람들과 미사 후 성당 방

역 봉사자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방심

을 아직 금물입니다. 델타 변이가 뉴욕에서도 늘

어나고 있다고 하니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

다.  

  이에 다음 주일 18일에 성당 교육관에서 코비드 

검사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의 가

능성이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검사 참여 부탁

드립니다. 

 

  다행히도 매주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다 함께 성가도 부르며 

가슴 뜨거운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

도 모임도 함께하고 단체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방역

입니다. 손 소독을 하고 의자 방역을 하고 실내에

서는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

과 졸업하는 복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

의 시튼 수도회’를 위해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

다. 

 

  우리의 사랑 실천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12제자들처럼 전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마귀를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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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  

둘째 주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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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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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7월 11일 

알 림 

유아 세례  

알 림 

신부님배 족구•피구 대회   

특별헌금 

7월 11일(오늘) & 7월 18일(일)  

MCP 선교 모금 (사랑의 씨튼 수도회)  

한국학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퀸즈 장학회 수상자 

2021 MCP 선교 모금  

사랑의 씨튼 수도회에서 에콰도르와 중국에 파

견되어 선교하고 계신 수녀님의 활동 소식을 나

누어 주십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씨튼 

수녀회의 선교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10일(토) - 7월 11일(오늘) 미사 중 

문의 : 오광심 수녀 (724) 433-2521 

이메일 : myhopecj@gmail.com 

코비드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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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알 림 

단체별 회의 및 알림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제회 월례회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주방직원 구함 

2021 복사단 졸업 파티 

안나회 총회   

요셉회 총회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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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상식                                       2021년 7월 11일 

[알기 쉬운 교리상식]          형식에 따른 기도의 분류     
 

  기도의 형식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생활의 세 가지의 형태, 곧 소리기도

와 묵상기도, 그리고 관상기도를 인정해 왔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721항) 

 

                                                                                                                                                                               소리기도(염경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리 내어 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

셨다. 예수님 자신도 열정에 차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신 것을 비롯하여 겟세마니 동산에서 비탄에 젖은 

기도를 하셨다. 소리기도는 어떤 기도문의 뜻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외우는 기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염경(念

經)기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성모송, 영광송,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기도

문 형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기도와 전례에 사용되는 모든 기도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묵상기도 
 

    소리기도가 내적인 마음의 외적 표현이라면, 묵상기도는 기도 내용을 내적으로 더욱 심화시키는 기도이다. 

묵상기도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나의 삶에 비추어 새겨들으면서 마음으로 바치는 기

도이다.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영적인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안내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묵상의 자료들이란, 성경을 비롯하여 성화상, 그날이나 그 시기의 전례문, 영성

교부들의 저서 등이 있다. (가끔 묵상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뉴에이지 계열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

용하기도 하는데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실체를 안다면 금해야 할 일이다.) 

 

                                                                                         관상기도 
 

    관상(觀想)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친교를 나누는 기도이다. 데레사 성녀의 관상기

도에 대한 답을 들어 보자.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

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표현 보다는 기도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신비적인 기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유기도’와 ‘화살기도’ 등이 있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기 힘들어 하는 기도가 자유기도이다. 자유기도란 마음속의 품은 생각을 자유롭게 드

러내는 기도이다. 화살기도는 말 그대로 화살을 쏘듯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짧은 말마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

다. 화살기도는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기 쉬운 기도이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짧은 말마디로 바칠 수 있는 기도이다. 화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하느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닐까? 

 

   고해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신부님, 제가 신앙심이 약해서 주일미사도 빼먹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

지 못합니다.” 문장은 틀린 것 같지 않지만 내용은 좀 이상하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신앙심이 약해서 신

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 않고 기도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심이 커지지 않는 것

이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엄마 젖이나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거쳐서 다

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신앙심도 마찬가지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

아도 어느 사이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쉬운 기도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

숙한 신앙인이 되어 갈 것이다. 
    

 [Source: Good News - 월간빛, 2012년 12월호, 하창호 가브리엘 신부(매호성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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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1년 7월 11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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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Discover Christ In Community  

<Fif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ly 1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If you've traveled overseas by plane recently, you can begin to appreciate Jesus' command to take noth-
ing "but a walking stick—no food, no luggage, no money but a pair of sandals yet no second tunic." Air-
line regulations, extra baggage fees, and cut-backs on meals and snacks have ironically made Jesus' travel 
orders suddenly very real. But we'd be missing the main point. Jesus doesn't just want us to travel light, he 
wants us to travel two by two, to provide two witnesses for the Gospel and thereby unleash its power. 
But to do this we have to depend on each other, as well as the kindness of strangers for food and shelter 
EACH day. This is another way of asking: "how much do you depend on Christ and how much do you 
rely on your own power, money or authority?" 
 
  When Missioners go overseas, do people see them as representatives of the Kingdom of God or as citi-
zens of a powerful nation? Do the Missioners rely on the good will of the community of faith or on sup-
port from wealthy benefactors back home? If we fail to see the presence and healing power of Christ in 
our modern life of faith, perhaps it's because we rely too much on our own resources and not enough on 
him who rose from the dead and who empowers us to go out in his Name with nothing but the clothes 
on our backs.  

2n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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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

firmed and work well with youth. Must be able to com-

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reach out to Michelle Park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Jul. 11th (Today) & Jul. 18th (Sun)  
MCP donation for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1, 2021 (Year B)  No. 2535 

Responsorial  

Psalm 
Lord, let us see your kindness, and grant us your salvation.  

  

 

 For those who preach the Gospel, that they may make their message believable by being the living 

example of their own poverty and simplicity and authori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

er.  

 For those in places of power and wealth, that they may not try to silence the prophets and those cry-

ing out against injusti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in Christ’s promise, that together we may live for the praise of God’s 

glory,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all sicknesses of body and mind, that they may hear Christ’s healing 

wor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able to enjoy the goodness of nature, that their pleasure may bring joy to others and they 
remember it was given through the Lord’s bounty, especially now that we may go out and enjoy a cau-

tious freedom from the pandemic,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Amos         
   Amos 7:12-15 (104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1:3-14 or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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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lm 85:9-10, 11-12,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