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0주일                                                                    2018년 8월 19일(나해) 2381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장 택 규 탁 환 섭 박 명 숙  

8시 미사 오 규 화  윤 석 채 한 영 미  윤 갑 섭  

11시 미사  최 헤 숙  서 병 권  이 성 희  이 병 님 

6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가 희  이 승 룡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5번 찬미의 기도 

예물준비성가 
  

211번 
6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영성체성가  
 

166번 
178번 

생명의 양식 

성체 앞에 

파견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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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다녀오니 어느새 말복 삼계탕을 먹으며 

여름의 끝자락에 왔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듭

니다. 그리고 스치는 바람에서도 가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여름 더위에 땀 흘리며 투덜대면서도 여

름이 좋은 것은 학창시절부터 누리던 방학의 추억

이 있고 또한 더위 핑계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계

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년이나 벼르던 아일랜드로 휴

가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동기 신부 본당에 여름 

휴가 겸 본당을 도와주러 왔던 신부님을 통해 그 사

제관에 머물기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갔습

니다.  

 

 가을 날씨에 넓은 초원과 돌담이 인상적인 나라

였습니다. 인구가 사백칠십만 정도 밖에 안 되는 작

은 나라이지만 영국과 긴 항쟁 속에서 자존심이 아

주 강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에는 골롬반 수도회를 

통해 많은 아이리쉬 신부님들이 아직도 선교 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인상적인 중의 하나는 

역시나 음식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 배고픈 우리

는 먼저 공항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아이리쉬 아침

을 일부러 주문해서 먹으며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아일랜드에 온 것 같네!” 아이리쉬 전

통 아침은 베이컨, 소시지, 순대(?), 구운 토마토, 

계란 후라이, 그리고 부드러운 콩조림이 한 접시에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참 푸짐합니다. 옛날 농부가 

이른 아침 밭일 나가기 전에 먹었던 고봉밥이 생각 

날 정도로 양이 참 많았습니다.  

 

 세 신부가 똑같은 음식을 시키고 그 양에 놀랐지

만 먹다 보니 서로 식성이 조금씩 다름에 서로 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소시지를 좋아하는 사람, 계란 후

라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신부들은 못 

먹는 아이리시 순대(?)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화재는 그 순대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

로 미국에는 없는 음식으로 우리 순대처럼 돼지 창

자에 피와 곡물 그리고 야채를 섞어 넣어 쪄서 만

든 음식으로 “블랙 푸딩 (Black Pudding)” 이라 

부르는데,  순대를 먹으며 자란 나로서는 참 반가

운 음식이 아닐 수 없지만 못 먹어본 미국 신부들

은 돼지 피라는 말에 놀라며 손도 안 댑니다.  

 

 식사가 끝난 후 웨이터가 와서 내가 그 블랙 푸딩

을 다 먹은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반가워합니

다. 마치 외국 친구에게 김치를 대접했는데 김치를 

잘 먹을 때의 그 반가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각 나라가 각자의 전통적 음식이 있고 그 특

이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

으면 어떤 동질감과 친근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해가 되면서도 왠

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같이 간 동기 신부를 신학교 시절 ‘산수갑

산’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불고기를 시켜서 둘

이 먹는데 불고기는 참 좋아하는 데 김치를 먹어보

더니 도저히 냄새나고 시어서 못 먹겠다면서도 억

지로 입에 넣을 것을 뱉지 못하고 삼킨 적이 있습

니다. 그때 그 친구를 이해해 주었어야 했지만, 아

직 어려서 내가 무척 서운해하니까 끝까지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김치 먹는 것

을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요즘은 잘 먹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동질감을 줍니

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굳이 한국음식을 굳이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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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며 하는 말은,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

야!”입니다. 음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유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

들의 문화를 나누고 사상을 나누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중동의 풍습은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나

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 형제가 된다는 의미를 부

여합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 바로 한 공동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도 가족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입, 즉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중 제20주일 복음의 말씀 (요한 6: 51-

58)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연중 제17주

일 ‘오병이어’ 기적을 필두로 다음 주일까지 요한

복음 6장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

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에 비유하십니다. 그

리고 그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

라고 말씀하며 나아가 그 빵은 당신의 살과 피임을 

천명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에 놀라고 이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굴하지 않

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

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

다.”(6:56)  

 

 생명의 빵 즉 성체를 통한 일치를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하며 나아가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합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

에게서 발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며, 성령

은 바로 하느님의 지혜로 대변됩니다.  

 

 오늘 제1독서 잠언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9: 4-6)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먹

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성령이시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원

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며 

기도하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공

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성체를 통

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체를 

영어로 커뮤니온(Communion)이라고 하며 이는 

그리스어 코이노니아(Coinonia)에서 라틴어 ‘코뮤

니오(Communio)’로 번역되고 이 말이 영어식 표

현으로 커뮤니온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함

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영성체’라고 

단순히 번역되어 성체를 모신다는 뜻이지만 원뜻

은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바로 예

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비로운 지체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세상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의 고유의 음

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며 생명의 빵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한 식구이며 더 많은 식구

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은 “우리

끼리 만”이라는 배타적인 가족이 아니라 모든 이

를 초대하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즉 가톨릭 가족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입니

다.  

 

 아직도 아이리시 순대(?)인 블랙 푸딩을 다 먹은 

나를 반갑게 웃으며 바라보던 그 웨이터의 눈을 잊

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눔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로서 만나면 흐믓한 미소로 서로 

반기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셋째 주일 (8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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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 

혼인교리 

헌혈 행사  

일시 : 8월 26일(일)  8:30 a.m. - 1:30 p.m.  
주최 : 간호사회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입니다. 고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혼인 교리  

  공동체 소식                                                                                                         2018년  8월 19일 

안나회 효도 관광  

일시 : 9월 8일(토) - 9월 9일(일) 
장소 : 롱우드 가든 

회비 : $120(회원), $150 (비회원) 
천주교 신자가 아닌분은 가실 수 없습니다.  
문의 : 성 글라라 (718) 877-6700 

어린이 데이케어 선생님 구함 

Virtus 교육 

사제 영명 축일 ‘축하드립니다’ 

8월 20일(월)은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2018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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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주말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뉴욕/뉴저지 제3차 선택 주말 

일시 : 9월1일(토) 10 a.m. - 9월 3일(월)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주소 : St. Paul Abbey -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 신청 : www.choicenynj.com  
참가 신청비 : $240 ($50 non-refundable deposit)  

2018-19년도 케루빔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5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8월 26일(일)까지 
문의 : 유남미 아네스 (201) 674-2368 

2018-19년도 로고스 성가대원 모집.  
대상 : 6학년– 12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8월 31일(금)까지   

문의 : 박미영 베로니카 (917) 225-2897 

2018년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9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8월 2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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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캐서린 (917) 943-2979 

2018년 가을학기 한국학교 등록  

개학 : 9월 8일(토) 

대상 :  

등록기간 : 

접수 : 교육관 교무실이나 성당 사무실 

등록비 : 학생 1명-$250, 2명-$480, 3명-$500 

문의 : 교무실 (718) 321-0095 

       사무실 (718) 321-7676

*9월 8일(토) 개학식과 학부모 오리앤테이션    

 있습니다.     

2018-2019 방과 후 공부방 등록 안내 

기간 : 

시간 : 3 p.m.— 6 p.m.  

대상 : 유치원(Kinder) - 5학년 

등록 : 수시 등록 

문의 : 교무실 (718) 321-0095  

       사무실 (718) 321-7676

*등록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40-70대 함께 봉사와 기도 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매주 수요일 8 p.m. 
문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주일학교 교사 워크샵   

Mariandale, Ossining, NY  

혼인  

혼인공시  

일시 : 8월 19일(오늘)   3 p.m.  
신부 김미영 (루씨) & 신랑 이찬호 (스테파노)  



알 림 알 림 

단체별 알림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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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8월 19일 

관심있는  신자분 께서는  관련 부장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분과 
본당 비품및 재산관리, 본당 건물 및 시설장비관

리, 본당 신축 및 증축 계획검토, 각 행사장 설치 

및 철거 담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부장 : 최창영 안토니오 (347) 542-6823 
홍보분과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와 교회 간행물의 제

작 및 배포,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관리, 각종행

사 기록 보존, 음향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

당합니다.  
부장 : 최규호 다미아노 (646) 401-4407 

울뜨레아 바비큐 파티 

일시 : 8월 26일(일)   2 p.m.   사제관 뜰 
8월 월례회를 바비큐 파티로 대체합니다.  

2018 추계 꽃동네 성령 대 피정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38) 
성삼위의 사랑안에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업적과 희망의 메세지는 저희 모두를 

치유와 사랑의 감동으로 물결치게 할 것입니다.   
일시 : 9월 15일(토) 9 a.m. - 10 p.m.  

         9월 16일(일) 9 a.m. - 5 p.m.  

장소 : 가톨릭 회관 

주소 :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강사 :  

          

접수 : (201) 230-5643 또는 (201) 956-0299 

접수비 : $40 (2일간), $20 (1일간) 

생활 상담소 휴무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8월 19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8월 19일(오늘)   2 p.m.  채플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8월 26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본당 사목회 소개   

베드로회 월례회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구역분과 바베큐 파티 

일시 : 8월 19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앞  

구역분과 회의  

8월 21일(화)   8 p.m.  토마스 교육관 채플  

Bayside 구역 3반 

반장 : 이헌구 요셉 (917) 62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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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홍익아트센터 

박종숙 데레사 

Tel: 718-445-9000 

35-82 161 St. Flushing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347) 732-9808 

(718) 913-9736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Announcements  3rd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ugust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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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 Grade - 5th Grade  
Register : Until Aug. 26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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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Drive  
Date : Sunday, Aug. 26th  
Time : 9 a.m. - 1:30 p.m. 
Donate Blood is saving a life. Please share this lifesav-
ing gift.  

2018-2019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2018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mence on 
Sunday, August 26th.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nual Salary (depending on credentials) 
Benefit Package Available 
Contact : Sr. Hur, Eugene Phone: 718-321-7676 
Email Resume and Certification to stpaulday-
care0629@gmail.com 

Recruitment of Logos (Teen’s) Choir 
Grade : 6th Grade - 12th Grade  
Register : Until Agu. 31sgt (Fri) 
Questions : Miyoung Park (917) 225-2897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2018 After School Registration  
When : Sep. 5, 2018 (Wed) - Jun. 21, 2019 (Fri) 
Grade : Kindergarten - 5th Grade   
Time : 3 p.m. - 6 p.m. (Mon - Fri) 
Registration period: Starting on July 30th (Mon)  
Contact : Education Center office (718) 321-0095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Sunday School Teacher Workshop  
Date : August 25th (Sat) - August 26th (Sun)  
Place : Mariandale, Ossining, NY   

2018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When: September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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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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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To Holy Cross High School Student JaeWoo Kang for 
getting first honors in his 4th quarters marking period.  



Universal Prayer 
 
 That we follow the Church’s teachings and remember to include in our prayers those who have 

hardened our hearts, that we let go of any animosi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hen living seems harsh, we will encourage one another to stay hopeful as we wait for times 

of peace.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do all we can to bring help to all that need healing-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

ly, instead of hiding them away. We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will teach us to have true compassion for the destitute and hopeless as they pass us by 

on the street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world’s affluent recognize their duty to share their bread with those who have none.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y Bread? Why Not Bulgogi? Promise Sustains Us 

       Weekly Homily                                                                                                                                                            August 19, 2018 

  There’s a reason Jesus chose to give us his body as bread. Bread isn’t an appetizer or snack. It’s not 
an entree. It’s not a side dish. It certainly isn’t dessert. It’s an everyday staple, a food routinely eaten 
to supply the dominant source of energy. No meal is complete without it. It’s the equivalent of rice in 
Asia, tortillas in Mexico, or ugali in Africa. Bread is basic. Not what you’d call common, but certainly 
something eaten daily. You can’t really eat bulgogi or steak or fish three times a day, every day. 
(Well, most people can’t.) 
 
  But beyond the culinary symbolism, bread for Jews also has deep historical and theological roots. 
Abraham had a good, comfortable, albeit sterile, life in Ur (present day Iraq) when God called him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go to a new land. He and his wife Sarah obeyed and were blessed with a 
son, as God promised they would be. Centuries later, God deliver the descendants of Abraham and 
brought them back to the Promised Land. In memory of this event, every year at Passover the Jews —
even to this day— bless and eat bread and wine (among other symbolic foods) as a tangible reminder: 
God keeps his promise. 
  
  By definition, nomads have no land and therefore no vineyards to grow grapes and make wine. 
Similarly without land and moving all the time, nomads were prevented from growing wheat for 
bread. The fact that they now had such food shows that they indeed have the land promised to Abra-
ham. So both the food and the descendants of Abraham are proof of divine promises fulfilled. 
This is why Jesus called himself the Bread of Life. His life and teachings should give us strength and 
energy everyday. And we too, as spiritual descendants of Abraham, are living proof God keeps his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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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9, 2018 (Year B)  No. 2381 

 

Ryan Kim Natalie Shon  Andrew Oh Matthew Choi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verbs  
  Proverbs 9:1-6 (119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5:15-2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O Breath on Me, O Breath of God 650 
Breaking Bread Closing Blest Be the Lord  431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9:30 A.M. MASS 

Opening          O Breath on Me, O Breath of God 650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Living Bread 

Our Blessing Cup 
319 
363 

Breaking Bread 

Offering Turn to Me 661 
Breaking Bread Closing Blest Be the Lord  431 

Breaking Bread 

Forsake foolishness that you may live;  
advance in the way of under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