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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조 은 경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이 청 일  

11시 미사  양 만 석  최 향 이  주 호 종  

5시 미사  이 미 첼  김 남 효 • 문 소 영  왕 은 희  

화답송 

입당성가  5번 찬미의 기도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98번 성체 안에 계신 주님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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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16주일 7월 19일입니다. 어느덧 7
월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식구 여러

분은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문제는 세

상에 넘치는 데 일상에 몇가지 불편한 점을 빼고

는 정상으로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과 떨어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길을 걷다가 맞은 편에서 사

람이 오면 옆으로 피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 
New Normal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피해 주면, 고맙다고 인

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멋쩍은 미소로 답하고 

지나갑니다. 식당 앞을 지나도 사람들이 길거리 

테이블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합니

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지난 4, 5월에 보았던 긴

장감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회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이 자연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13장 24-43절의 ‘하

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

실은 마태오 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하느님 나

라’ 대신 ‘하늘 나라’를 자주 씁니다. 마태오 복음

에 ‘하늘 나라’는 51번이 나오는데 반해 ‘하느님 

나라’는 4번 나옵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의 주 독자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은 

‘하느님’을 입에 함부로 담지 않는 것입니다. 성
경에 ‘하느님’이 나오면 ‘주님’으로 바꾸어 읽습

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

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지난주일 복음처럼 오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

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

다고 마태오 복음 사가는 설명합니다. (참조 13: 
34)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

지 못하기 때문이다.” (13: 13)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려 마음을 

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달라집니

다.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

하려는 의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잣대

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단하

고 비판합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하느님을 

고정시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자

신의 율법적 지식과 전통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

니다.  
 
  ‘비유’의 장점을 그 비유의 의도를 섣불리 예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화자가 설명을 하면 하나의 

주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이야기는 오래 기억합니

다.  
 
  오늘 예수님의 ‘하늘 나라’ 설명의 비유 이야기

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비유는 세상

의 부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합

니다. 농부가 애써 가꾼 밀밭에 누군가가 가라지 

씨앗을 뿌려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 농부

는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다 밀을 

함께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 일꾼들을 시켜 가라지를 가려 뽑고 묶

어 태워 버리면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

다.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에 악의 존재를 방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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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계신가? 하느님은 악을 물리칠 수 없으신 

것인가? 
 
  오늘 ‘하늘 나라’ 비유의 이야기는 위의 두 질문

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해답을 줍니다. 바로 집주

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

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

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

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

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

다.’”(13: 29-30) 
 
  세상의 결정에서 흔히 듣는 말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주 정

당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정입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스스로 

다수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정당화

되고 그 희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수가 소수를 그렇게 유도하고 정당화시키는 경

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세계 2차대전 말기 일본의 군국주의 세뇌로 젊

은이들을 ‘가미카제’라는 이름의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이 바로 다수를 위

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던 경우입니다.  
 
  진정한 다수를 위한 소수 희생의 가장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혼자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희생은 친구

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지극한 사랑입니

다.  
 
  하느님은 한 사람의 희생도 달갑지 않습니다. 
마치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가 바로 하느님입니

다.   
 
  ‘하늘 나라’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는 빈부의 차이로 차별되지 않습니다. 남녀

노소의 차이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소외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

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느

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 나라’

로 이끌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곡해하고 

비판하며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

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부르시어 당신의 나라

로 초대하십니다.  
 
  지난 3월 뉴욕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며 

많은 노인들이 확진되어 죽어갈 때, 워싱턴의 어

느 정치인이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들

의 생명보다 경제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라는 식

으로 노인들의 생명 가치를 폄훼하자 뉴욕 지사

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집주

인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

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이 말

씀은 또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은 악의 존재를 인정해서 가만 놔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다칠까 봐 나누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뿌듯한 마

음으로 희망찬 한 주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조심은 하되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경계하지 않

고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이웃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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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연중 제16주일   

  공동체 소식                                                                                                                           2020년  7월  19일 

셋째 주일 (7월) 알 림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성

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 사제관 앞 임시 천막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부활반 세례식  

일시 : 8월 1일(토) 5 p.m.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부활반 세례식이 있습

니다. 대부모님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합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9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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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재개에 따른 주의 사항  
 

미사 참례 시 아래에 나와 있는 중요 주의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에 관한 주의 사항  

 평일 미사는 7 a.m. 참례가 가능합니다.  

 평일 수,목,금 8:30 p.m. 미사는 없습니다. 

 토요특전미사는 8:30 p.m.에서 8 p.m.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6 p.m. 미사는 6 p.m.에서 5 p.m.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9:30 a.m.미사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당에 못 오는 신자분은 일요일 유튜브(YouTube) 미사를 시청하기 바랍니다.  

 성전 문은 평일 미사 때 매일 6:30 a.m.에 오픈합니다. 
 

미사 예절에 관한 주의 사항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셔야 하며 성체는 사제가 손바닥 위에서            

    손바닥 안으로 떨어뜨리므로 성체가 손바닥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는 장궤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인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응송은 옆 사람에게 안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로 합니다. 

 헌금 봉헌은 영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봉헌함에 넣습니다. 

 미사 전에 고백성사는 없습니다.  

 고백성사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약속을 정한 후 야외에서 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례미사는 있으나 장례예절은 없습니다 
 

미사 참례에 관한 주의 사항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 앞문만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앞문 입구에서 봉사자가 발열체크를 합니다.  

 성전 입장 시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미사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파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곳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같이 차를 타고 온 분은 사회적 거리(6피트)를 두지 않고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바로 성당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갈 때는 성전 양쪽 옆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매일 미사책을 제외한 공공 물품(성가책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의심되거나 감기, 기침, 발열이 있는 분은 미사 참석을 자제하고 온라인 

미사에 참여합니다. 

 화장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분은 교육관 화장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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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일을 설

정합니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없

습니다.  
3.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5.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
튼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

음 방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니다.  
6.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

인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7월  19일 

온라인 문자 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박스에 체크를 하

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됩니다.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central 홈페이지 https://
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에서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

하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미사 봉헌                                                                               2020년 7월 19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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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ds And Wheat Together 
<Six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19,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Why is there evil in the world. This question is asked by all religions, and each supplies a different an-
swer. The Catholic faith maintains that evil is the result of sin, original and actual, venial and mortal. Of 
course this presupposes that all evil exists only in the human realm. Yet once in a while something hap-
pens that cannot simply be explained by humans sinning. Many years ago an earthquake in southern Italy 
caused a church to collapse, killing all the children inside who were practicing for their First Communion. 
Terrible? Yes. Tragic? Absolutely. But was it evil? 
 
    To account for such tragedies, people posit the devil did this, not just to kill innocent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to get people of faith to give up believing in a merciful, all powerful God. So from this 
we see true evil is more than suffering and death. It includes what happens inside of us, to our faith. 
 
    One of the great mysteries of life isn’t just the existence of evil, but also how is it that evil and good, sin 
and salvation exist side by side, sometimes in the same person? After all, all of us sin, yet we also repent, 
confess, and pray God help us resist temptation. In today’s gospel Jesus explains that God allows evil and 
good to exist at the same time to give as many as possible the opportunity to repent. When the great har-
vest (end of the world) comes, the good and the bad, saints and sinners, will be harvested together. Then 
evil will be separated from good like a farmer separates wheat from weeds, not just in the world, but in us. 
Each day God gives us an extra chance to be good by doing good. Evil will exist for a time. But our con-
cern should focus on saying and doing things that represent and reflect the goodness of God in the 
world—and in us.  

Announcements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Today’s parables show how the good news changes 
and enlarges all it touches. We respond to the reveal-
ing of things hidden with awe, prayer, faith and ac-
tion. When awe tongue-ties us, the Holy Spirit speaks 
for us and in us, leading our witness and actions to-
ward the light of the kingdom of the Father.  

Prohibiti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All church group meetings will be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There is no choir and altar serving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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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Office Hours  
Mon-Fri : 9 a.m. - 5 p.m.  
Saturday : 9 a.m. - 9 p.m. 
Sunday :   9 a.m. - 6 p.m.   



ONLINE OFFERING SERVICE 
For those who are unable to attend mass or visit the church due to the coronavirus, the church has launched an 
online offering service. You can simply make a text message on your mobile phone or make an online dona-
tion using our GiveCentral Offerings page. 
 
(Method 1) Using your mobile phone, text “Sunday” to the phone number 218-332-7676. You will receive a 
link to the offering service. Click the link to enter the required information and press the Submit button. 
(*Characters can be either upper or lower case.) 
 
(Method 2) Our Queens church uses the GiveCentral Offerings online site for offering service. You can go to 
our donation site by following the link below to make your desired donation. The donation page is also linked 
on our church homepage. 
Link: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Method 3) Send a check to the church office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with online payment.  Please mail in 
the check to the church office. 
Make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Address: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Guide to Donating Through Text 

1. In a new text message, enter the phone number 218-332-7676 and text “Sunday.”  
2. When you receive the link to the donation page, tap it.  
3. Enter the required information correctly.  
4. If you want your donation to be private, check the box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Leaving the box unchecked will display your name publicly.  
 

Guide to Donating Through GiveCentral Offerings 
1. Use the link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to open the Queens Church Donation Page. 

* If the link does not work, click on the orange [FIND YOUR CHARITY] button in the upper right corner 
on the GiveCentral website (https://www.givecentral.org). Enter zip code “11354” in the search box. The 
St. Paul Chong Ha-Sang Parish donation page will appear.  

2. Click [View More] on the main page of the Queens Church Donation Page to view more offering services.  
3. Click on the desired offering service and enter the required information:  

• Amount  
• First Payment Date (starting date)  
• Frequency (One time, Weekly, Bi-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Annually)  
• End Date Type (If you want to continue automatically, click “Ongoing.” If you want to set the date, 

click “Custom” to set the end date for Final Payment Date.) 
• If you choose to pay only one time, the end date does not matter.  

When you have finished, click the [Add to my Gift Basket] button to save. You can add other offerings by 
clicking [Add More].  

 
4. Click the [My Gift Basket] button on the upper right corner to review your donations.  
5. On the My Gift Basket page, you can edit or delete donations. If you want to add other donations, click the

[Add More Gifts] button, or you can continue to checkout by clicking the [Continue] button.  
6. If you are already a member of GiveCental, login. To register as a new member, click the [Complete Profile] 

button and fill in all required information on the member registration page. When you are registered as a 
member, the information you have entered is saved, so you will not have to re-enter your information at the 
next visit. If you pay with (Guest), the information you entered will not be saved.  

7. If you are registered as a member, you can check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donation details under MY 
ACCOUNT. 

  Online Offering Service                                                                      Jul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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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9, 2020 (Year A)  No. 2483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2:13, 16-19 (106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26-27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

◎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