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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번  찬양하라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Jayson Yoo • Ted Park • Thomas Choi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홍 길 려 김 옥 생  Andrew Oh • Brian Kim • Edward Oh  

9시 30분 미사  Ethan Lee Matalie Shon Alex Kwak  Ryan Kim • Jake Moon • Claire Kim  

11시 미사  박 의 진  남 승 욱 김 월 중   장 동 철  Mina Kim • Ryan Choi • Jacob Park 

12시 30분 미사  Jennifer Oh 정 재 연  Lucas Lee 김 준 수  Ashley Na • Annabelle Na • Stella Park 

5시 미사  문 소 영  박 지 은  황 혜 성  이 미 첼  김남효 • 이상하 • 박여원  

예수 님께서는  빵을  손 에 들 고  감사를  드 리신 다음 ,  

자리를  잡은  이들 에게 나누 어 주 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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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7월 25일 

김철희 시몬 신부  

  예전에 본당에서 주일학교 은총시장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교사들의 요구와 불만을 들었던 일이 생각납

니다. 선생님들은 은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리고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본당이 재정적으

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선생님들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일이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즐

겁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은총 시장은 다행히 예년과 다르지 않

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은총 시장의 질적 

차원에 대해 좋아했는지 실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시간을 보낸 것만

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

다고 생각합니다.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하면 

좋겠지만, 재정과 관련된 일 때문에 종종 어려움에 부

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주임신부는 

신자들의 영적인 돌봄보다도 본당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

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본당 재정의 악화로 문을 

닫는 성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앙만으

로 성당이 꾸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

서 재산을 모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

려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

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이 많고 

적음을 걱정하기보다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

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께서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기르시는 데에 경제적 여건보다도 순수하

게 기도하는 데에 더 주목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

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그들은 이미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묵을 

곳도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데, 

필립보에게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를 시험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필립보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

다고 대답을 합니다. 필립보에게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충당할 돈

이 부족하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안드레

아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

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와 빵값에 대

해 어느 정도 계산이 된 터라, 그들에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극

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뒤로하신 채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빵과 물고기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것

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사람

들을 살찌우는 것은 빵과 물고기의 개수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적은 음식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본당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단체들이 활

동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

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

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사는지에 달려있

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을 비교해 보며, 우리 자신은 기도하는 데에 어떤 점

에 주목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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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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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17주일 7월 25일입니다. 중복도 지나고 말복

을 향해갑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는 익숙해져 투

덜거리면서도 즐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며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의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이렇게 적응력 갑의 능력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적

응하는 것처럼 팬데믹의 불편함과 위험함에 두려워

하고 떨던 시간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 언택트(untact)로 설명되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최대한 접

촉을 피하는 일상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코

비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돌파 감염이 염려되어도 

중증에 면역에 효능도 있지만 코비드 바이러스를 박

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없앨 수 없으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

우며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제는 개인 방역에 주의하며 개

인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신경 쓰면서 살아

가는 일상입니다. 아마도 매년 독감 백신을 맞듯이 백

신을 맞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새

로운 일상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맞이하여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우며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이러스를 없애지는 않지만 극복할 힘을 줍

니다. 불편한 삶을 함께 더불어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

다. 

 

  우리의 믿음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대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능성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삶을 받아들이

는 것입니다. 변화의 불편함에 또는 믿기 어려운 상황

에 투덜거리면서도……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 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의 에피

소드입니다. (6: 1-15) 이 에피소드는 4대 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

고 밤이 늦어지는 것도 잊은 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

고 식사 때가 되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려고 하시자 안

드레아 사도는 불가능하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군중을 풀밭

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빵 다섯 개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은 12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

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

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 6: 14)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는 바로 메시아

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며 적응해 나갑니다. 힘

들지만 어쩔 수 없고 두렵지만 버텨냅니다. 이 모든 상

황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느님의 사랑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을 찾아냅

니다. 이는 함께 더불어 무거운 삶의 짐을 들으니 가벼

워지고, 삶의 멍에는 쉬워집니다.  

 

  오늘 복음의 ‘오병이어’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적

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

인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더욱 위험하고 힘들어질 것 같아 

암담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성을 헤치며 길을 

찾아내고, 암담한 현실에 빛을 비춥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사랑하

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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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7월  25일 

연중 제17주일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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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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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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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화상 혼인교리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기금 봉투는 우편으로 직접 보

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유아 세례  

알 림 

미사참례 장소  

성물서적 판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첫금요일 성시간  

안상인 요셉 신부님의 수경요법



사무실 업무시간  

연장된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을 참고하시고,  

업무는 사무실 건물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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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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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성체조배 

요셉회 바베큐  

 

  

온라인 헌금  

  

 
 

  

  

안나회 물품 판매 

단체장 회의 취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평의회  

도네이션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오이 판매  

구역분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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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상식                     미사봉헌                             2021년 7월 25일 

[가톨릭 상식] 

 

       세상에서 가장 짧은 회칙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2-1226)는 선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준엄하고 강인한 면을 동시에 

가진 성인이었다. 프란치스코만큼 예수와 비슷한 

인물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갑작스러운 회심 이

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다. 부유한 상

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는 인생의 전반부를 

매우 방탕하게 보냈다. 본인의 말대로 완전히 ‘죄

악’에 빠져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단번에 

‘회개자’가 되어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며 예수를 

새롭게 맞아들였다. 그의 수도회가 세워진 곳은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라는 작은 교회였고, 때

는 1208년 4월 15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두 명의 

동료를 만났고, 그의 첫 수도회회칙은 복음서에

있는 세 구절이었다.  

 

첫째 회칙: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마태 19,21 

둘째 회칙: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마태 16,24 

셋째 회칙: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지니지  

   마라. “ - 마르 6,8   
 

<참조: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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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1년 7월 25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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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Marriage Pre Cana (Zoom)  

Offering All You Have To Receive All You Need 

<Seven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ly 25,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In today’s gospel we hear about the miracle of Jesus feeding 5,000 people with just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And not just feeding them, but having enough left over to fill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The number 12 signifies the 12 tribes of Israel, meaning Jesus could feed the entire na-
tion. That's all well in good for something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but we might be justified in 
asking, "So how come Jesus doesn't feed the millions of starving people in the world today?" 
 
   The sad truth is God has blessed our world with enough food for everyone. Did you know Ameri-
cans waste almost 40% of their food everyday? What’s more, American are at the same time overfed 
and undernourished. That is, we eat a lot of the wrong foods while wasting good food. The world 
wastes enough food everyday to feed 2 billion people. Clearly the problem isn’t a lack of food, but a 
lack of commitment to do something about world hunger. It’s a scandal that in 2021 children are 
starving. The gospel describes the apostles reluctant to offer the little they had to feed the hungry mul-
titude. Jesus shows if we give our all, even what little we have, God will supply the rest. Of course, us 
giving all we have would be the bigger miracle.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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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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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5, 2021 (Year B)  No. 2537 

Responsorial  

Psalm 
The hand of the Lord feeds us; he answers all our needs.  

  

 

  That through this Eucharistic gathering we ready ourselves for the eternal wedding banquet of he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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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 encourage our governments to give hands in friendship to those who are lonely, shunned, 
unlikable, and yearning for human companionship and love, especially now that we are cautiously 

emerging from quarantin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each one of us personally feed the hungry, for, as St. Augustine warns, if we do not feed those 

dying of hunger we are killing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like the prophet Elisha, so trust the Lord that we give everything we have, insufficient 

though it seem, so that all will be satisfie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know we will someday meet our loved ones who have passed on into the Lord’s hands,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Kings           
   2 Kings 4:42-44 (110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4:1-6 

Communion Antiphon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never forget all his benefits.  

Psalm 145:10-11, 15-16, 17-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