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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oseph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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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손 신 애  김 안 나  

8시 미사 오 규 화  백 정 덕  김 철 순  

11시 미사  최 혜 숙  서 병 권  박 해 성  

5시 미사  신 은 혜  이 미 첼 • 김 남 효  문 소 영  

화답송 

입당성가  459번 너희는 가진 것 팔아  

예물준비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영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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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17주일   

   우리는 무엇 하나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 하나를 위

해서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취미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취미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만 빠져 지낼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투신이고, 나쁜 말로 하면 중독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

해서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좋

은 일에 사용하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

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에 깊이 투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투신하고 있는지 돌

아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

가는지 살펴보고, 그중에 신앙생활이 차지하고 있

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신자들로부터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취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일과 중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인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부를 투신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서 신앙이 얼

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거나, 인

터넷을 통해서 신앙과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신앙 활동이 됩

니다. 물론 무엇이든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듯, 

기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

지 매일의 삶 속에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시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활

에 흠뻑 젖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취미 하나에 깊

이 매료되듯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서 지

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 처음 두 가

지에서는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

다.”,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

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나라의 가치가 얼마

나 고귀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밭에서 

찾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신한

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늘 나

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지 물음

을 던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

고, 하루 종일 취미생활에 빠질 때가 있듯이, 하느

님과 친교의 시간에 젖어서, 다른 활동을 중단하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느

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된 듯이, 정말 하느님께 미

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분께 빠져서 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위해 자

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

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일

화를 떠올려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상생활에서 무

엇인가에 몰입하게 되는 것과, 신앙생활에 깊이 투

신하는 것에 차이점 있다면, 신앙생활은 자기의 목

숨을 바칠 정도로 더 강렬하게 삶을 투신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취미활동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는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

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가치

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단 한 

번의 체험이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평범한 일상 중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게 두지 말고, 그 진정한 가치

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열성을 갖고, 매일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며, 때로는 그분 안에 흠뻑 취할 수 있

도록, 정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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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 처분하여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거나 

힘들게 발견한 귀한 진주를 사려는 것처럼 우리는 하

늘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다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즉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느님적인 것에 더 관심

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우

리 모두의 상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더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이익을 조금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만, 내 이익에 좀 더 욕심을 부리

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겨자씨

와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하늘 나라

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늘 나라를 찾는 이에게 발

견된 보물에 비유합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 헤맬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으려 노력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일상의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것에 생각 없이 순응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세상이 무너

진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

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습관에서 벗어나길 바라

십니다. 세상적 안정은 더 많이 갖는 것이라는 착각에

서 벗어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더 많은 소유로 얻은 

안정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가 깨어나길 바라

십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던 아

주 사소한 일상이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팬데믹

을 통해 깨닫습니다. 삶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귀한 보물이 우리가 매일 지나치던 밭에 묻혀 있었

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런에도 아직도 그 

   오늘은 연중 17주일 7월 26일입니다. 코로나바이러

스로 세상은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시간은 참 빨

리 지나갑니다. 미사를 재개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미사를 재개하고 세 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참 달라

진 세상을 경험합니다. 속으로 이 변화가 일시적이라

고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신자들이 갑자기 

많이 오셔서 준비한 모든 공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무도 안 와서 성당이 텅텅 비면 어떡하지?” 
 
   다 부질없는 고민인데도 문득 생각 속으로 들어오

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성모님, 가나의 결혼식 때 아드님께 물을 술로 만들

게 하신 것처럼 이번 팬데믹을 빨리 끝내 달라고 예

수님께 부탁해주세요……” 철부지 같은 기도를 혼자 

중얼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의 신비

를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

러내 보이신다고 하시니 기꺼이 철부지가 돼야겠습

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나누어 고통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

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님의 멍에와 집은 쉽고 가벼운 이유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정상적인 생

각이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성공이 아니라 하늘 나

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

씀하십니다.  
 
   세상적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하늘 나라는 영원하

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인간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하늘 나라는 오늘 복음( 마태오 13: 44-52)에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숨은 보물이며 귀한 진주를 발견 * Pastor’s Desk는 뒷장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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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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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서적 판매  

일시 : 8월 1일(토) 4 p.m. - 5 p.m.  

부활반 세례식을 위하여 특별히 성물서적  

판매을 실시합니다. 가능하시면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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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a.m. - 6 p.m. 

       말씀 ǀ                                                                                                      

보물을 갖기 위해 아무것도 못 하는 우리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갖은 것을 다 팔아 땅을 사서 보물을 갖던 귀한 진

주를 사던 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

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려 꼼짝 못 하고 있습

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어 더 안전하게 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숨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아가 점차 그 

삶이 메말라갑니다.  
 
   보물이 밭을 산 사람의 것이듯이 하늘 나라는 하느

님의 말씀에 때라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많은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성

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매주 주일 성당 정문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과 매 미사 때마

다 전례에 봉사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번 성당의 주

요 소식과 사목 단상을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 전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

한 하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식

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 나라로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갈망과 

열망이 식지 않도록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히 가꾸는 것은 농부가 김을 매듯이 우리

는 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비록 성당에서 우

리 본당 식구들을 다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 안에서 함

께하길 바랍니다.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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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

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

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

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7월  26일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

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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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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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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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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미사 봉헌                                                                                      2020년 7월 26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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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A Hidden Treasure! 
<Seventeen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ly 26,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We hear today’s gospel from Matthew 13:33-52 and, if we’re honest, we must confess those parables of 
the kingdom seem a bit confusing. After all, if a person discovers a treasure buried in a field and then re-
buries it so he can sell all he has to buy that field, something isn’t right. First, isn’t he morally obligated to 
tell the owner about the buried treasure before he offers to buy it? It seems kind of unethical. That is, if 
you look at it from our human perspective. You know, if we are the person, we discover the treasure, and 
we sell all we have. Or do we? Would we really sell everything we have to buy that field? It must be an 
amazing treasure! 
 
   But what if we flip it around? What if the person discovering the treasure, or the pearl of great price, or 
the one who catches all kinds of fish isn’t us—but God! What if God is the one who discovers the hidden 
treasure—in us! And God is willing to “sell everything” to possess us. God gives up heaven to become 
human. And he is willing to give up even his human life to possess us. The field is the world. We live hid-
den in the world. But God sees the treasure in us, even if we don’t. So God purchased the world and paid 
the ultimate price for us. You are valuable in God’s eyes. Once we recognize our lives have infinite value, 
we can more readily recognize the value hidden in others. May God give us the grace to live our lives to 
the full, and to help others recognize what treasures they have in them. 

Announcements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Today’s parables highlight the kingdom of heaven as 
the only thing worth possessing and open for us the 
choice to take it or not. It is open to everyone, and we 
must follow Jesus or we will not make it. Like Solo-
mon, we need discerning judgment of what is good 
and evil. God will grant this gift if we ask for it so 
that we may follow the way of the Lord. God’s entire 
storeroom holds treasures to help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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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a.m. - 6 p.m.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SAFETY PRECAUTIONS FOR RESUMING MASS  
Please observe the following important precautions listed below when attending Mass. 

 
Notes on Mass Times 

• There is 7 a.m. worship during weekday mass.  
• There is no evening mass on Wed, Thu, and Fri at 8:30 p.m. 
• Evening mass time for Saturday has been changed from 8:30 p.m. to 8 p.m. 
• Evening mass time for Sunday has been changed from 6 p.m. to 5 p.m. 
• Sunday 9:30 a.m. and 12:30 p.m. masses will remain mainly English-speaking. 
• If you cannot attend church on Sunday, please watch the mass on the church’s YouTube channel “St Paul Chs

퀸즈성당” (Korean mass only). 
• The church’s doors are open daily at 6:30 a.m. for weekday mass. 

 
Notes on Mass Etiquette 

• Be sure to wear a mask when you go up to receive communion. There will be no Eucharist on the tongue. 
Please wait for the priest to drop the Eucharist on the palm of your hands. 

• Do not use the kneelers inside the church. 
• There are no exchanges of peace greetings during mass for the time being. 
• Please say your responses in a low voice so that they cannot be heard by the person next to you. 
• Offerings will be placed in the offering boxes at the same time that you come up to receive communion. 
• There will be no confession before Mass. 
• Those who need a confession can make an appointment and receive the sacrament outdoors. 
• While funeral masses will be performed, there will be no funeral rites.  

 
Notes on Rites of Worship for Mass 

• You may only use the church’s front doors when entering.  
• Volunteers must check you for fever at the entrance before you enter the church.  
• Hand sanitizers must be used when entering the church. 
• You must keep your mask on at all times, from the moment you enter the church to when mass is fully ended. 
• You may only sit in seating areas marked with blue tape.  
• Only family members or those who have driven together in the same car can sit together without social dis-

tancing (6 feet).  
• You must leave the church immediately after mass. 
• When leaving, use only the side doors on both sides of the church. 
• We will not be using the shared daily missal and song books during mass. 
• Elevators are not allowed for the time being. 
• If you suspect that you have coronavirus or have a cold, cough, or fever, please stay at home and participate 

in the online mass instead. 
• Please refrain from using the church toilets as much as possible.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please use the 

toilets located in the education center. 

  Announcement                                                                                    Jul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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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6, 2020 (Year A)  No. 2484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Kings    
   1 Kings 3:5, 7-12 (109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 28-30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

◎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buried in a  fi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