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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20주일을 맞이합니다. 김 레지나 선생님의 
주도 아래 7주간의 여름 학교가 성공리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인 지난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탈렌트 쇼
를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참 똑똑하고 귀여
운 아이들이 지난 7주동안에 많이 컸다는 느낌이 물
씬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빨리 자랍니다. 학습능력
도 빠르고 육체적 성장도 빠르고……이렇게 빠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은 참 조
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듣고 따라 하며 배운다고 합니다. 이
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는 바가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행일치가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아이도 자연스
럽게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주 웃
으면 아이도 자주 웃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화를 
내면 아이도 그 화를 배우며 자랍니다. 부모님이 짜증
을 자주 내면 아이들도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
은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매주 주일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고 주일학교에 
다니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와 함께 
성당에 온다는 것이 짜증 날 때도 있지만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가족이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한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 기억이 삶에 건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언젠가 젊은 커플이 혼배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런
데 혼배 장소를 자신이 어릴 때 다니던 성당에서 하
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성당에서의 추억
이 참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자신만의 가정
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그 성당에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에 
선뜻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여 혼배 성사를 주었던 기
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어린 시
절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단순히 풍
족하고 무탈하고 평안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
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극
복한 시간들이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배고
프지만 서로 나누어 먹었던 시절이 더 아름답게 남습
니다. 아주 아팠던 때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으며 걱
정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
됩니다. 어디를 가는 지도 모르고 힘들었지만 온 가족
이 함께 떠난 여행을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
닙니다. 가족이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뒹
굴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순간 온 가족에 함
께합니다. 성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방학도 곧 끝나갑니다. 예전 어린 시절 팔월의 
중순이 넘어가면서 슬슬 방학 숙제 걱정을 하기 시작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방학이 끝나는 마지막까
지 열심히 놀고 며칠 사이에 한 달 치 일기를 쓰고 방
학 책 문제를 풀던 생각이 납니다. 일기를 몰아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날씨입니다. 그때 후회합
니다. “날씨라도 기록해 둘걸….” 역시나 해결사는 ‘엄
마’입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니까요. 엄마의 호출로 온 가족이 모여 기억력을 총동
원하여 지난 날씨를 알아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
시 개구쟁이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은 참 좋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루카 12:49-53)은 좀 섬찟하고 예수
님의 말씀이라 하기에는 좀 낯설기도 합니다. 예수님
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언
제나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이라고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
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1)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교님 집전 미사 때 주례 주교님의 시작 인사로 “평
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복음 하느님의 심판에 관한 복선입니다. 
“불”은 특히 루카 복음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3장 9
절에 세례자 요한은 군중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며 회
개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
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
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또 17절에
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
이다.” 
 
 불에 태우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심판 상징과도 같
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심판을 경계하라
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과
도 일맥상통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
어 있다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지혜, 세상
적 욕심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욕심, 선택적인 
용서가 아닌 보편적인 용서, 아전인수식 판단이 아닌 
역지사지의 배려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소서.”라고 유혹
을 경계합니다. 세상적 유혹입니다. 배려보다는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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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유혹, 용서보다는 비난의 유혹, 사랑보다는 미움
의 유혹을 경계합니다. 매일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바로 잠을 깨우는 “커피”와도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기만이나 자기 합리화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은 교만의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회
개하지 않는 삶의 종말은 하느님의 심판이 아니더라
도 스스로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분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
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싸우는 현상입니다.  
 
 하느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
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한도 안에서 이해하려
고 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 안에서 무한한 하느
님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느님을 믿고 사마리아인은 이
방인들의 신과 섞인 자신들의 전통의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인들은 이름도 모를 수많은 신들을 믿으며 각
자의 하느님과 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며 싸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또 다른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십
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은 율법으로 판단과 처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하느님임을 드러내
십니다. 율법이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느님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
와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병자에 대한 치유를 우
선으로 하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이 예수
님을 알고 분열합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으며 미워하고 박
해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으로 분열합니
다. 그리스도인이 된 가족의 일원을 쫓아냅니다.  
 
 예전 신학생 때 맨해튼 한 병원에서 병원 사목에 대
한 실습을 할 때 어느 유대인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클러지 셔츠와 조기까지 갖춘 검
은 수트를 입고 사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렇게 더운 여름에 왜 그리 정장을 하고 다니냐고 물
었더니 그분은 정통 헤시딕 유대인 출신이며 가톨릭
으로 개종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모든 유산상속권도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래도 당신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검은 옷 정장을 
입고 다닌다며 웃으셨습니다.  
 
 전통과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안의 것을 더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
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희망은 울
리는 징과 같다고 바오로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
랑이 없이 보여지는 경의는 자기기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자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는 타협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협이 아닙니다. 용
서는 바로 이해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는 용서는 잠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바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와도 싸워야 합니
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와 싸우는 일
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남들보다 착하
다거나 잘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수환 추기
경님의 “바보의 삶”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천 년 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
연시 믿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파격적이었습니
다. “용서”라는 한 단어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그 미움은 예수님을 사지로 몰
아넣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
아 박해했습니다. 사실 사울이었던 바오로 성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사울은 그 기회를 받
아들였습니다. 이에 바오로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
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도 예수님 바보가 되었습니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믿는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
을 이겨낼 강한 믿음을 지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눈치 보고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
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우
리를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며 비웃는 이들을 미워해
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열”은 미움과 반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경멸과 미움을 온몸과 마
음으로 받아내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
신 예수님처럼…… 
 
이제 저녁이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한여
름의 게으름의 잠을 깰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
도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을 보
고 우리 아이들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대를 받는 표적인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마음의 비밀을 밝히시어, 

사람들이 진리와 은총을 거부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8월  18일 

셋째 주일 (8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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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관광  

도서선교  

혼인교리 강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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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 7 a.m.  & 출발 : 8 a.m.  
회비 : 회원 - $120,  비회원 - $150 
문의 : 우정연 안나 (646) 206-4121   

요셉회 효도관광  
일시 : 8월 17일(토) - 8월 18일(오늘)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친교실 바닥 타일 공사  

바오로딸 도서선교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미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9:30 a.m. & 11 a.m. 미사  

사제 영명 축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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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2019년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안내 

 

2019년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8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8월 25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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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워크샵 

2019년 추계 꽃동네 성령 대피정  

2019-2020 로고스 성가대원 모집 

대상 : 6학년– 12학년 

기간 : 8월 4일(일) - 9월 7일(토)  
문의 : 김월중 베로니카 (718) 308-7244 
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사단 성극관람  

주일학교  

성가대  



알 림 알 림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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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8월 4일(일) - 8월 10일(토) 42,976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64,579단 

생활 상담소 
8월 25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영서, 안영남, 김준수, 최광희  

 

  

  

요셉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연령회 월례회  

 

울뜨레야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Flushing 2구역 3반 

8월 31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11354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반모임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8월 18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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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Sunday Parking  of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Many parishioners are getting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before mass times.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do not double park. 
• No Parking in the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quickly and smoothly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ly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and parishioners passing by.   

Sunday School  

Announcements  3rd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ugust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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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76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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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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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brings blazing fire into creation. This fire de-
stroys all that is not of God and purifies us for our 
real life. God’s Spirit produces “clouds of witnesses” 
surrounding and joining us in worship before our cre-
ator. Jesus leads us in our faith and brings it to full-
ness. By his cross, he pulls us after him. The hard 
and continuous work of the Trinity leads us to a life 
of grace and a share in the family lif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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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Place :The Center at Mariandale, Ossining, NY  

RCIA Class 
When : Every Wednesday 8 p.m. 
Where : Education center  

Recruitment of Logos Choir 
Grade : 6th - 12th Grade 
Register : Aug. 4th(Sun) - Sep. 7th(Sat) 
Questions : Veronica Kim (718) 308-7244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Father Bernard Hee Bong Nam Feast Day 
August 20th is St . Bernard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Bernard Hee Bong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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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ourageous leadership in the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egislators and politicians who value courage and integri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resort to terrorism and other forms of viol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families divided by religious differenc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erfection and peace of our dead -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the Fire-Starter 

< Twen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August 18, 2019 

 Jesus shocks us with this statement in today’s gospel Luke 12:49 “I have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and also Luke 12:51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establish peace on the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But isn’t he supposed to be the Prince of Peace, the Good Shepherd, gentle and humble 
of heart? Yes, but he also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f we really follow Jesus and put his words into practice, we WILL encounter opposition, from the 
world, from our employers, maybe even from our friends and family. Last week I was so surprised and 
proud to read how Chuck Park, a former student and parishioner here, resigned his post after 12 years in 
U.S. Foreign Service, because in conscience he could no longer compromise his values with thos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regarding immigrants, children in cages, Muslims, and racism to name a few issues. 
(You can Google his name and read his entire statement and hear his CNN interview.) 
 
 Chuck took Jesus’ message to heart. He took a courageous stand. I am proud of him as a Catholic and 
patriotic American. Jesus lit a fire on earth, and Chuck is just one of many people who, by the grace of 
God, carry on that holy flame in today’s world. 

Resource : Be-good-to-yourself Therapy • Written by Cherry Hartma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8, 2019 (Year C)  No. 2434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8:4-6, 8-10 (120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2:1-4  
Communion Antiphon 
   With the Lord there is mercy;  
   in him is plentiful redemption.  

 

9:30 A.M. MASS 

Opening          Sing a New Song  544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Living Bread 356 

Breaking Bread 

Offering 419 
Breaking Bread Closing 53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Sing a New Song  544 
Breaking Bread Closing 530 

Breaking Bread 

 

Jasmine Lee Dylan Park Kevin Lee Natalie Shon 

Kristen Cho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I have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