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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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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번 

 사랑의 신비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이 철 선  이 영 경  김 성 자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홍 길 려  김 옥 생  

9시 30분 미사  Mina Kim  Alex kwak  Jacob park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김 디 나 김 재 국  

12시 30분 미사  Irin Cho 강 석 구  Julia Jun  김 준 수  

5시 미사  이 미 첼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전가별 박여원 박지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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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21주일    

  오늘 복음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

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

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이 말뜻의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놀라

게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에 많

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

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을 일으키신 다음에 위치합니다. 요한은 빵을 베풀

리 먹은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육신을 살리는 빵을 

추구하기보다도 영혼을 기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더 헌신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께서도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당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말

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질적인 

행복을 바라기보다도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배우

고, 이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

칩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성체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

를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

을 이루는 요소로, 예수님의 몸을 보고, 만지고, 맛

보는 이 예식은 그 어떤 형태의 기도보다도 큰 구

원의 은총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는 복음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

고 마시는 것이 성체성사를 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체가 왜 생명의 빵인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

를 모시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셨

던 때에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을 것

입니다. 또한 생명의 빵이 성체 외에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 않다면, 생명의 빵인 성체를 모시지 않고

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단편적인 생각

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성체

를 모시지 못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의 빵은 오직 성체를 의

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그들도 떠날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며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

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

니다. 하지만 그는 줄곧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

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종 알아듣지 못하

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예수님

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를 채

워주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분의 진실한 말씀과 

거짓 없이 참된 모든 활동이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

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성체를 모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

고, 듣고, 되새기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성체를 받아 모

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

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빵을 먹

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빵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

태로 우리에게 오는 성체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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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그분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

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해 보고, 또 어떻게 열두 제자들

이 먹었던 생명의 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생

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밥을 

먹고, 길을 거닐고, 나무에 기대어 쉬는 등의 소

소한 일사 속에서 자연스레 영적인 빵을 먹었습

니다. 우리는 비록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

님을 뵙고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삶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발견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식이지만, 끊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잠시 침묵 속에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의 의지를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려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 생

명의 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특별한 무엇

이 아니라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듯

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

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 곁에 머물려 했던 열두 제자들이 어

떻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빵을 나누어 먹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은 연중 제21주일 8월 22일로 어느덧 팔월도 

점점 저물어갑니다. 팔월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사

실이 반가우면서도 섭섭한 미련이 팔월의 끝을 움

켜잡게 됩니다. 일상의 생업의 바쁨으로 아직 여름

을 즐기지 못하고 피서도 변변히 못 한 분들은 이 

여름의 끝을 놓치지 않고 즐길 여유를 찾길 바랍니

다.  

 

  바쁘다고 하면 언제나 바쁘고 여유가 생기지 않습

니다.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중에 한가

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긴 한가함이 아니라도 잠

시 잠깐의 한가한 여유를 가지면 일상의 생업에 짜

증으로 얼굴을 찡그리기보다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

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함은 누가 주지 않고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군중을 가

르치고 치유해 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외딴곳으

로 홀로 가시어 기도하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

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팔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오늘도 사실 우리 본

당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주일 22명의 새 복사

들 임명식에 이어, 오늘은 새 학기를 준비하며 아이

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모

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비드로 인한 비상시기에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에서도 주일 학교와 한국 학교는 우리 아이

들을 위해 온라인 줌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갔습니

다. 이는 선생님들의 희생적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

능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황이 좀 나아져 한국 학교와 주일

학교 수업은 대면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

다. 물론 우리 성당은 교실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먼저 교실을 사

용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회합 후 교실을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방역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조심하면서 보다 안전한 일상을 기

쁘고 즐겁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년 주일 학교와 한국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도 주일학교는 작년 가을과 올 오월에 첫영

성체식을 거행했고 또 유월에 학생 견진 성사를 치

러 내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힘든 환경에서도 능력 평가에

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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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으로 가르친 보람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힘든 

때 주저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여 아이들을 열정으로 가르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모습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가

득하게 해줄 것이라 믿음이 생깁니다. (아직 주일 

학교 선생님 수는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입

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스

러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

으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

니다. 

 

  우리 삶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

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

버지의 허락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에서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건하

게 따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극복하여 매일 걱정과 두려움이 아

니라, 조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속에서 살아가

며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음 믿음으로 시작합니

다.  

 

  한국학교와 주일학교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느님 안에서 삶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

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성 바오로 정 하상 성당은 굳은 믿음의 공

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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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1주일  

넷째 주일 (8월) 

       공동체 소식                                                                                                                   2021년 8월 22일 

알 림 

한국어 화상 혼인교리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본당 건립 50주년 기념 기금 마련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가 8월 25일(수) Douglaston G.C.에서 

1 p.m. 샷건방식으로 있습니다.  

12 p.m. 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8월 25일(수)  

회비 : $120 (점심과 저녁 제공) 

주관 : 본당 사목회 

진행 : 본당 골프 동호회  

문의 : 안용준 스테파노 (201) 956-2994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

립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접종하신 분 

참석 바랍니다.  

*도네이션은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첫금요일 성시간  

일시 : 9월 3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고백성사 재개  

코비드 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미사 전 고백성

사가 9월 4일(토) 특전 미사를 시작으로 재개됩

니다. 특전 미사와 주일 미사 30분 전부터 미사 

시작 5분전까지입니다. 고백성사의 차례를 기다

릴 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고해소 안에서의 마스

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봉성체  

일시 : 9월 10일(금)  9 a.m.  

*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 중에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9월 10일(금)  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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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서적 판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안나회 사과밭 나들이  

주일학교 어머니회 연합회 피정  

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1학기 등록  

2022년 부활 예비자반 교리 개강   

교리 등록 : 8월 29일(일)까지 

첫교리 : 9월 5일(일) 

시간 : 11 a.m. 미사 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한국학교  

식탁 의자 무료 나눔 

주일학교 개학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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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알 림 

평화신문 구독 

Bayside 구역 6반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성소 후원회 기도 모임  

동정이신 어미니 꾸리아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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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the Church’s growth in faith and love: that she may dare to become all that Christ calls her to 

b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growth in the willingness to give ourselves for the benefit of others, we pray to the Lord. ◎ 

 For married couples:  that their love teach others the beauty of self-less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world’s forgotten: that someone speak to them the healing word of lif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Sunday school teachers who are at the workshop preparing for the new Sunday school 
year: May the workshop give them a sense of companionship and help them prepare for the new 

scholastic year.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deceased: That Christ may give them life. We pray to the Lord. ◎ 

Marriage Pre Cana (Zoom)  

       Announcements                                                                                                                                                         August 22, 2021 

4th Sunday in August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11 

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firmed and work well with youth. Must be able to 

commit on a weekly basis for the duration of the pro-

gram.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reach out to Michelle Park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2021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First Friday of The Month  

First Day of Sunday School  
Resume the Sacrament of Confessi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1st Sunday in Ordinary Tim                                                                                                       August 22, 2021 (Year B)  No. 2541 

Responsorial  

Psalm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Joshua            
   Joshua 24:1-2a, 15-17, 18b (12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5:21-32 or 5:2a, 25-32 

Communion Antiphon 

   The earth is replete with the fruits of your work,  
   O Lord; you bring forth bread from the earth and    
   wine to cheer the heart.  

Psalm 34:2-3,16-17,18-19,20-21 

Lord, To Whom Shall We Go?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It isn’t easy being a Catholic. So many rules and regulations. The Mass is so complicated: genuflect, make the sign 
of the cross, stand up, kneel down, sit, bow. Then there’s all those things to believe: Trinity, Incarnation, Virgin 
Birth, Transubstantiation, Resurrection, Infallibility. And what’s with confessing one’s sins to a priest? Then there 
are all those restrictions: no sex outside of marriage, no divorce, celibate priests and nuns, no artificial contracep-
tion. On top of all that, Catholics are supposed to promote social justice, defend the weak, support the poor, offer 
shelter to refugees, feed the hungry, visit the sick and imprisoned. In recent years, many Catholics have left the 
Church for many different reasons. But many others choose to stay. Why? 
 
  For all its faults, Catholicism is a beautiful religion. For two thousand years it has inspired great artists to create 
masterpieces, build magnificent cathedrals, compose sublime music. It remains the oldest Christian denomination 
in the world. With over 1.3 billion followers, it’s also the largest. But these are incidental facts that could change. 
One thing that cannot change is the Catholic Church was founded by Jesus Christ. He promised to remain with us 
till the end of time. And Jesus gave us his body and blood in the Eucharist to sustain us in all our daily trials. We 
believe the Eucharist is the very presence of Jesus with us, in the form of bread and wine. This was the hardest 
teaching to accept, even for the disciples. Many of them left Jesus because of this “hard teaching”. He told his 
apostles they too could leave if they wanted to. Peter answered for all of us when he said,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