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19주일                                                                   2019년 8월 11일(다해) 2433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수 진  정 봉 재  김 신 화  차 충 재  

11시 미사  황 리 나  서 병 권  이 유 경  안 준 섭  

6시 미사  왕 은 희 이 미 첼 이 승 룡 선 다 형 송지연•유필립•윤성두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24번 내 맘의 천주여 

예물준비성가 
  

211번 
340번 

주여 나의 몸과 맘 

봉 헌  

영성체성가  
 

178번 
156번 

성체 앞에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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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8월 11일 

 오늘 복음에서 준비되어있는 하느님의 종은 썩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훔쳐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

물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맞이할 만만의 준비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주님의 종이 바로 신앙의 선조

이신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는 하느

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이지 않는 상속재산을 위하여 

충실히 기다리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지켰

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느

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으

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내려오는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새 후

손들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독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

서 잠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곁

으로 가신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주

일미사 외에는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신 것이 없으셨

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삶을 본다

면, “성공” 했다는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

나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

지께서는 방의 불을 꺼놓고 매일 저녁마다 조용히 침

묵 속에서 묵주 신공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침대에 앉아서 컴컴한 방에서 묵

주 알을 천천히 돌리셨던 모습. 특별한 신앙생활은 아

니었지만, 아버지의 상황에서, 조건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었든 하나에 충실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습

니다. 
 

 성모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

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후손들이 하느님의 보물을 상속해 줄 수 있었던 것

처럼, 아버지의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노력을 

주님께서 보시고 천국의 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목요일 드디어 입추를 맞이하고 오늘은 여름

의 막바지 더위인 말복을 지냅니다. 이제 한낮의 따

가운 햇볕에도 문득 부는 바람은 가을을 데려오는 듯

하여 오히려 싱그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가을이 여름의 뒤꼍에 성큼 다가와 기다리는 듯합니

다.  
 

 이번 주는 또한 여름 학교의 마지막 주간 이기도 합

니다. 지난 6주간 동안 근 80여 명의 어린이들이 즐겁

고 유익하게 여름을 선생님들과 즐기었습니다. 매일 

보는 아이들 얼굴에서 여름은 덥고 불편한 계절이 아

니라 즐겁고 행복한 계절이란 것을 확인합니다. 그 

여름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면서 함께 끝나갑

니다.  
 

 이렇게 건강한 여름을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해준 선생님들과 주방 어머

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

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한풀이 꺾이는 

데 요즘 뉴스를 보면 끝없이 슬프고 어려운 소식이 

만연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총격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 이유가 인종차별이라는 사실

에 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민자로서 

희생자에 대한 연민과 범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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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

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

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

늘에 마련하여라.” (12: 32-33) 
 

 인종차별이나 이민자들을 증오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불안

에 고용불안을 이민자와 나눈다는 생각이 이민자를 

거부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을 이민

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민족에 대한 이질감입니다. 문화적 언어

적 차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바로 이민자를 반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선을 베풀며 서로 나

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목하

고 미워하고 급기야 급진적인 테러가 발생합니다. 사
실 총의 문제 이전에 사회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점점 

포용의 여유로움을 잃어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나 유럽 각지에서 드러

나는 반난민의 문제 등도 이와 비슷합니다. 포용과 나

눔의 복음을 잃어가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갈등의 깊은 수렁

에 빠진 상황은 우리 조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미워할 수 있다는 예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서로 잘 이

해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서로의 약점이 되어 더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상

황에서는 서로 이해하거나 화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

렵습니다.  
 

 현재는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몰리

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은 

더이상 갈 데가 없어 생존의 수단으로 반기지 않는 

나라로 밀입국하고, 이에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반기

지 않는 보호주의가 팽창하고, 보호주의는 극단 민족

주의를  낳게 됩니다.  
 

 21세기처럼 모든 나라가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시대

에 미국을 위시해서 불쑥 표면화된 보호주의는 오늘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예고

하는 듯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반이민 정서에 직면한 이민자의 

심정은 그리 편안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미 불법 이민자와 이슬람계 이민자

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도 남

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눔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나눔과 포용을 통해 이루어지

는 구원입니다. 극단의 부로 인해 극단의 빈이 존재하

지 않는 세상, 극단 민족주의로 극단의 비극이 일어나

지 않는 세상, 극단의 힘이 약자를 약탈하거나 착취하

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등과 평화를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런 세상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전하여 적어도 최소

한의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

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상 사회를 만드는 

하느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포용과 조화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

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복음을 

믿는 이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름의 열기에 무르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이 다

가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타오르게 하시어, 

아버지의 시간을 깨어 기다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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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정 

일시 : 8월 11일(오늘)  12:30 p.m. 

장소 : 본당 친교실  

강사 : 김종옥 소셜워커 

         류철원 뉴욕주 노인국 근무 

         오상택 재정 플랜 어드바이저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효도관광  

주차금지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피정  

안나회 효도관광  
장소 : 뉴저지 조각공원  
일시 : 9월 7일(토) - 9월 8일(일) 1박2일 

회비 : 회원 - $120,  비회원 - $150 
문의 : 우정연 안나 (646) 206-4121   

성모 승천 대축일  
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 7 a.m. & 8:30 p.m.   

헌금이 있습니다.  
*올해 성모승천 대축일은 의무축일입니다.* 

영어 예비신자 교리반  

단원 모집 

요셉회 효도관광  
일시 : 8월 17일(토) - 8월 18일(일)  
집합 시간 : 9 a.m.  
집합 장소 : 성전 앞  
문의 : 김대웅 (917) 667-0282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유아 세레자 명단 “축하합니다!”  

2019년 추계 꽃동네 성령 대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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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도서선교  

혼인교리 강좌 안내 

8월의 경로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2019년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안내 

 

2019년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8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7월 28일(오늘) - 8월 25일(일)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 성당 사무실 

등록비 : $100 

(한 가정에 3명 이상 - 1명에게 장학금 해택)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이수이 데레사 (646) 483-8615 

2019-2020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원 모집 

친교실 바닥 타일 공사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워크샵 

바오로딸 도서선교 



알 림 알 림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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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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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7월 28일(일) - 8월 3일(토) 24,128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21,603단 

생활 상담소 
8월 11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윤기춘, 장택규, 임대형, 서기호  

 

  

  

요셉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연령회 월례회  

 

울뜨레야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대건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도네이션  

안나회에서 기도뜰 조성을 위해 $5,000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8월 11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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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nday School  

Announcements  2nd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ugust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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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721,603 decades. 

Vacation for Cherubim and Logos Choirs 
Time: until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9:30 and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The congregation is strongly encouraged to sing the 
Opening and Closing songs during mass. 

RCIA 

Children’s Mass During the Summer 
There is still 12:30 p.m. while Sunday school is out. 

Summer School— No Parking in the church 
parking lot on Thursdays 
 
Time: July 11th to August 15th between 12pm-1 pm 
Dates : Aug. 15th  
  
Please park near the church exit or credit union during 
this time. The summer school will be using the parking 
lot for summer activities and we do not want them to 
get hurt.  

Recruitment of Sunday School Teachers 
Please help us make a difference in our student’s lives!  
Who : Confirmed, high school graduates 
Contact : Elementary - Michelle Park (646) 369-9819 
               JHS/High School - John Han (646) 853-0665  

2019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When: September 7th (Saturday)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until  
August 26th (Sun) 
Place for registration: Education Center office 
Questions: (718) 321-0095/(718) 321-7676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Faith is based on witness. Abraham and Sarah had 
faith because God kept his promises and they saw his 
works. The people in exile had faith because God 
kept his promises and they remembered his works. 
Our faith required remembering God’s works with 
our ancestors. They lived and died in the ligh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leading to the new Jerusalem, our heavenly home-
land.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Date: Thursday, August 15th 
Time: 7 a.m. & 8:30 p.m. Mass 
There will be the Assumption of Blessed Virgin Mary 
Mass. There is the special collection.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8th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mences 
on Sunday, August 26th.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 - 5th Grade  
Register : Aug. 4th(Sun) - Sep. 7th(Sat) 
Questions : Nammi Yoo (201) 674-2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Sunday School Teacher Workshop 
Date : Aug. 17th (Sat) - Aug. 18th (Sun) 
Place :The Center at Mariandale, Ossining, NY  

Korean School  

Recruitment  “Congratulations!” 
Eleanor Jihun Elizabeth Kim, Emily Chorok Beatrice 
Lee-Kim, Gia Agia Shin, Natalie Yoo, Gia Agia Shin, 
Juwon Jonathan Lee, Sophia Kim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August 4th.  

RCIA Class 
When : Every Wednesday 8 p.m. 
Where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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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Pope, bishops, priests and deacons who serve and lead the household of fait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world leaders, who one day must give an account of their work to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respect and care for God’s creation in the environmen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faith that looks forward to an eternal city - founded, designed, and built by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have died in faith.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ere Is Your Heart? 
<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August 11, 2019 

 For centuries, if not millennia, cultures around the world saw the human heart as the center of our emo-
tional life, especially love. In the early 20th Century, scientists argued that it is the brain that holds our 
emotions and that the heart is merely a muscle needed to pump blood. Later however, scientists began to 
appreciate the role the heart actually plays in our emotions and in making us who we are. It is no accident 
that drum beats make our hearts beat faster. Historically, native peoples danced to hypnotizing rhythms as 
their warriors prepared to do out in battle and perhaps face death. 
 
 In these days when heart transplants are becoming commonplace, doctors are discovering an interesting 
development among the recipients of new hearts: they picked up the likes and talents of the donors! For 
example, if the donor likes a certain sport or food or played a certain instrument, the recipient of the do-
nor heart also developed those interests. More and more research points to the fact that our hearts do in-
deed hold, not just emotions but memories! 
 
 Jesus said,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shall be,” what do we consider most valuable in our 
life? If it’s wealth, fame and power, then that is where your heart will be. Conversely, if you are a person 
of life, faith and relationships, your heart will be overflowing with love and compassion for others. So 
what is your treasure? Where is your hear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1, 2019 (Year C)  No. 2433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8:6-9 (11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1:1-2,8-19 or 11:1-2,8-12 
Communion Antiphon 
   O Jerusalem, glorify the Lord,  
   who gives you your fill of finest wheat.  

 

9:30 A.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7 
Breaking Bread Communion Lord of All Hopefulness 402 

Breaking Bread 

Offering 489 
Breaking Bread Closing 205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7 
Breaking Bread Closing 205 

Breaking Bread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finds vigilant on 

his arr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