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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7월 18일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줬

던 모습을 따라 살라고 불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왕직과 사제직

과 예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직은 굴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줬던 것처럼, 스스

로 낮고 비천한 모습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제직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

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어서, 하느님께 봉헌

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직은 들은 하느님

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 것을 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계획에 

따라서 왕의 모습으로, 사제의 모습으로, 예언자의 모

습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계처럼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

고 계셨던 사랑으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

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갔는지 알게 

됩니다. 복음 선포를 하고 다시 돌아온 사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

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

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

이 드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께 

받은 직무를 어떤 마음에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느

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목말라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설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군중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제들에게 이야기

했었던,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씀과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를 앞두고 조선의 교우들에

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함께 생각났습니다.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라는 교황님의 당부

나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 모두,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의 마

음을 느끼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

다.  

 

  연중 제16주일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

은 마음이 드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사제

들이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마음을 느끼고 “양 냄새 

나는 목자”,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사제였던, 김대

건 신부님께서 지녔던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무사제직으로 불린 신부들만이 아니라, 세

례받은 모든 신자들도 똑같은 주님의 사제직에 불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서 우리 모두가 가까운 이웃들 중에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

라고 함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마

르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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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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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오늘은 연중 제 16주간 7월 18일로 지속되는 무더위

에 지치는 한여름입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

인이 계시면 자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본당 생활도 팬데믹 이전의 모습이 완

연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

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힘들

지만 힘들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단체 대항 족구와 피

구 대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

간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한

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야외

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개인 방역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요즘 이런 

모임이 잦아지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조

심.” “즐거움.” 이 두 단어가 요즘 팬데믹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조용하면 북적대

는 삶이 그립고, 북적대면 조용한 시간이 그립니다.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하신 말이 생각납니다. 애들이 

오랜만에 오면 춤을 출 정도로 반갑고 행복한데 하루

가 지나면 힘들어서 언제 가나하고 갈 날을 기다린다

는 말이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은 다양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행복

한 것 같습니다. 단순함도 복잡함 속에 있을 때 그 아

름다움이 돋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함일 수 있

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당신의 말

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라고 파견한 제

자들이 돌아왔을 때 “외딴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목자 없는 양들 같이 기가 꺾인 군중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몰

려들었을 때 지친 몸을 끌고 군중을 맞이합니다. 그리

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짜

증이 나거나 도망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하느님 안에

서 가능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 하고자 하지만 꼭 완

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고 어색해도 

시작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로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콩 하

나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어색하고 어리숙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따듯한 마음이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합

니다. 뜨거운 폭염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 못하는 사랑

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하루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함박 웃음이 우리 본당 식구 모두의 

입가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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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7월  18일 

연중 제16주일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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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알 림 

성당 방역 및 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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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  

알 림 

신부님배 족구•피구 대회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특별헌금 

7월 18일(오늘)  

MCP 선교 모금 (사랑의 씨튼 수녀회)  

한국학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코비드19 검사  

첫금요일 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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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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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물품 판매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특별헌금  

미사참례 장소  

성물서적 판매  

사목회 회의 취소  

 

  

온라인 헌금  

  

 
 

  

  

구역분과 야유회   

꼬미시움 평의회  

안나회 물품 판매 

단체장 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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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상식                                       2021년 7월 18일 

[잘못알기 쉬운 가톨릭 상식]        축성과 축복의 차이  
 

  가끔씩 우리들은 축성과 축복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축성(Consecratio, 꼰세끄라시오) : 성체, 성당 등 전례나 예식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될 도구를, 또는 

신부님이나 부제님을 성품성사로써 거룩하게 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 주로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주례를 합니다. 

  

  축복(Benedictus, 베네딕뚜스) : 준성사 중의 하나로써,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하느님

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청원하는 일.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 둘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은 "하느님을 위해 세속적인 것

에서 구별하여 봉헌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자동차를 축복한다고 하지 축성한

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인 구분에서 본다면 자동차를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할 수 없으며, 하느

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와 관련된 것이 미사나 전례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부

님이나 부제님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성사의 집전을 위하여 봉헌되는 것이기에 축성된다고 표현됩

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성전, 미사를 위해 사용되는 제대는 축성한다고 표현합

니다. (요즘에는 봉헌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거의 모든 준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집 축

복, 가게 축복, 차 축복 등이 있습니다. 성물 축복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통 인쇄물이나 그림, 작은 상

본, 기타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축복과 관련해서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급한 나머지 성물을 먼저 축복을 받은 다음

에 가게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된 성물의 매매

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

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법 제1171조)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걸 악용해서 "유명하신 어떤 신부님께 축복받았

다."는 식으로 비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면서 성물을 구입하

는 것도 알아야 될 사실이겠습니다. 

  

  축성과 축복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구분

지으면 쉽게 구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위해 사용될 물건이나 장소, 사람에 대해서

는 축성, 그 외에는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urce: PaxTec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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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1년 7월 18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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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Whose Church Is It? 

<Six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ly 18,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s no denying the Church has hit upon some rough times: sex abuse scandals, very political priests tell-
ing people how to vote, bishops publicly disobeying the Holy Father or quarreling openly among themselves, 
and many churches closing permanently because of a shortage of priests or an aging and dwindling congrega-
tion. The Covid-19 pandemic certainly didn’t help. At times like these it’s only natural to get discouraged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But that’s only because you don’t know the history of the Church. We’ve sur-
vived far worse than this. There was a time when we had three popes; Attila the Hun threatened to invade 
Rome;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divided Christianity into warring factions. Yet we’re still here. 
 
   There was an incident some 250 years ago that puts everything into perspective. Napoleon Bonaparte was 
conquering Europe and even attacked the Papal States, taking Pope Pius VI hostage and bringing him to 
France, where the Pope died. His successor, Pope Pius VII, took that name first to show the emperor the 
Church is larger than the pope, and even more so, an earthly emperor. Pius VII dispatched the Vatican Secre-
tary of State, one Cardinal Deacon Ercole Consalvi, to France to negotiate with Napoleon about papal authori-
ty and religious freedom in France. The emperor was not amused. Shaking his finger in the Cardinal’s face, 
Napoleon yelled, “I will destroy the Church!” Unimpressed, Consalvi answered, “Good luck with that. Cardi-
nals have tried to destroy the Church for 1900 years. What makes you think you’ll succeed?” The Cardinal 
knew something Napoleon did not. The Church doesn’t belong to Napoleon, or to the Cardinals, or to the 
Pope, nor even to the people. The Church belongs to God. It’s God’s Church.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di-
rect, protect and lead the Church. And now, 200 years later, Napoleon is gone, but the Church remains. No 
matter how bad things appear, have faith God will stay with us and get us through each crises and challenge.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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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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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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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John Han at

Date : Jul. 18th (Today)  
MCP donation for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Date : Jul. 18th (Today)  
Time: 9:30 a.m. - 2 p.m.  
Place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1:45 p.m. at the test sit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8, 2021 (Year B)  No. 2536 

Responsorial  

Psalm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at as followers of Christ, we reflect the kindness and compassion of Christ in all our contacts with 

our fellow human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encourage governments to act with courtesy, a sign of love, to be always evident in our deal-

ings with both friends and strang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never reject anyone by our hardness of heart, but always be a refuge for the lonely, the out-

cast, the timid, the alien, the underprivileged and the derelicts of socie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good seed of wisdom which the Spirit sows in our hearts not be choked off by the details 

and worries of our daily living,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are sensitive to the feelings, needs, and weaknesses of others, for when we see them, we see 

Christ himself,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Jeremiah          
   Jeremiah 23:1-6 (107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2:13-18 

Communion Antiphon 

   The Lord, the gracious, the merciful,  
   has made a memorial of his wonders;  
   he gives food to those who fear him.   

Psalm 23:1-3,3-4,5,6 

My sheep hear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ltar Server Graduation Pa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