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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장 창 규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수 진  김 병 민  박 영 서  

11시 미사  박 의 진  이 유 경  노 태 균 

5시 미사  이 미 첼  왕 은 희  왕 은 희  

화답송 

입당성가  24번 내 맘의 천주여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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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18주일 8월 2일로 팔월을 시작합니

다. 팔월이 오면 무더운 한여름의 날씨도 한풀 꺾이

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바빠서 휴가를 생각하지도 

못하던 분들이라도 이번 여름은 가족끼리 근교로 

짧은 휴가라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망
중한의 시간은 단순히 팔자 좋은 사람들이 갖는 풍

류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일상적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잊었던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찾게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가정에서 서

로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잠자

리와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만 있던 가족에게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다시 깨닫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일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가

는 길은 멀고 지루하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

통이 반감되고 웃을 수 있는 여유와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 친구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신앙의 

가치 등등,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잊었던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면 우

리의 삶은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단순히 불행의 씨앗이 아닙니다. 고
통은 행복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

은 당신의 말씀과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우리

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이 기적만이 4대 복음 모두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적을 잊더라도 이 기적만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

로 성체 성사의 비밀이 담겨있는 기적입니다.  
 
  남자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군중을 빵 다섯 개와 물

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점은 ‘배

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빵 다섯 개로 조금씩 

맛만 본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한 끼 식사를 모든 

군중이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야 보통 사람들은 하루 삼시 세끼 배부르

게 먹습니다. 끼니를 걸렀다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

면 다이어트 때문에 걸렀지 음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굶지 않습니다.  
 
  요즘의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옛날은 (사
실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에도 ‘보릿고개’ 라는 말이 있듯이 식량이 많이 부

족하여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 삼시 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것은 상상도 못 했

습니다. 무엇을 먹던 하루 삼시 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가정은 부자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

다.  
 
  삼시 세끼를 먹는 것이 꿈이었던 것은 예수님 시

절엔 더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적에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구원은 그만

큼 풍요롭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것을 요즘은 건강을 생각

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어쩌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

르게 먹고 나면 몸무게 생각에 왠지 죄책감이 들기

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적게 먹는 세상입니

다.  
 
  이 기적에서 저자인 마태오 성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풍요로운 하느님의 모습

입니다. 넉넉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장면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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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12 광주리의 의미는 12 부족의 이스라

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초대는 보편적이

라고 말했듯이 어느 특정한 부족만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향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지난 3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픈 열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

가 될 수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더라도 

과거의 좋은 점과 새로이 배운 삶의 좋은 점이 합쳐

져서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면서 내

일을 향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중요

한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십

니다. 그 준비는 함께하는 준비이며 내일로 가는 여

정 또한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

에서 예수님을 따라 온 수많은 군중의 배고픔을 간

과하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느님

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에 성체를 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

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

합니다. 약속의 땅 즉 하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 힘은 하느

님의 풍요로운 사랑에서 나옵니다. 용서의 하느님

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인내의 하느님이시기에 가능

합니다. 자비의 하느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긴 여정에서 하느님의 용서와 인

내와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이것들을 잃지 않기

를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 어둠을 뚫고 가면 곧 그 끝의 환한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조급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넉넉함

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느

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할 것이기 때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사 때에 받아 모시는 예수

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하늘의 양

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넉넉함은 이사야서 55장에도 잘 드러납

니다.  
  1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

이 술과 젖을 사라.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

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

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어느덧 팔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수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과일을 수

확하고 나면 곡식을 수확할 것입니다. 넉넉한 시간

이 다가옵니다. 하느님과 함께 기다리는 넉넉한 시

간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기 때

문입니다.  
 
  이번 주일 넉넉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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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매주 일요일 아침 한국어 미사를 교구 채널을 통

해 시청 가능합니다.  

미사 시간 :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우리의 정성  

 

  

  

  

  

연중 제18주일   

첫째 주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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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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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미사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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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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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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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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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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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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미사 봉헌                                                                                         2020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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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August 

By Fr. Joseph Veneroso, M.M.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Christ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2,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second reading, taken from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reminds us that nothing in heaven or 
earth, in the physical world or spiritual world,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for us in Jesus Christ. 
Maybe we need to update the list to include things that people, even Christians, seem to find discouraging 
nowadays. Yes, coronavirus is strong, but Christ’s love is stronger. Violence is terrible; Christ’s love is 
greater. Racism is a scourge; Christ’s love is the remedy. When this truth takes possession of our souls, 
there is nothing we can face that can defeat us. 
 
   What draws all of today’s readings together is the theme that God stands ready to feed us, to quench 
our thirst, and to satisfy our deepest needs and hungers. This is depicted in dramatic form in the gospel 
reading from Matthew. The disciples saw that the people were hungry and realized their meager rations of 
five loaves and two fish was pitifully small. Their solution was to dismiss the crowd so they could go get 
something to eat. But it was their thinking that was too small, too human. Perhaps they hoped Jesus 
would do something but he made an outrageous request: first give all you have! Don’t be so limited by 
your lack of resources, money or talents that you fail to demonstrate your faith by sacrificing what little 
you have so God might show how great God is. Just when we think we don’t have enough, God says: use 
it all for my glory. If we do this, we will unleash the power of God in our midst to truly feed the hungers 
of humanity. We will see miracles and participate in miracles.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And that 
love is stronger than everything.  

Announcements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Nothing can ever come between us and the love of 
God made visible in Christ Jesus Our Lord, Paul as-
sures us. Today the Lord calls us to eat with him. He 
is so generous and overwhelming in hospitality that 
there are twelve baskets (one for each of the apostles) 
left over for the nourishment of the Church through-
out time and space. The nourishment we receive from 
the Lord is not only food and drink, but also food for 
divine life. to Jesus, his son who leads us home. God 
invites us to his table, the Eucha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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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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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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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 2020 (Year A)  No. 2485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5:1-3 (112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 35, 37-39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The eyes of all look hopefully to you, and you give them their food in due season; you open your hand 
and satisfy the desire of every living thing. ◎  

 The LORD is just in all his way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to all who call upon him in truth.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