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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물준비성가 
  

342번 
221번 

제물 드리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80번 
182번 

주님의 작은 그릇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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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님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8월 25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어떤 대

화가 오가던 중이 아니라, 갑자기 구원받을 사람은 적

은지 묻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속하는지 생각하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

며 여러 고을과 마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이 사람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주민이거나 적어도 인근 고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갈릴레아나 사마리아 지방이 아닌 

유다 지방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과는 달리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지닌 유다 지방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그

들은 하느님을 믿는 동족들이라도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순수한 유다인의 혈통이 아닌 이들은 무시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들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유다인이 왜 자신의 구

원을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원래 그가 지녔던 선민

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

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이 위치한 루

카 복음 13장에서, 오늘 복음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그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알리자, 예수

님께서는 그들이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

인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갈릴레아인들을 자기들보다 하등

한 민족으로 여겼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르침

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선민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이 유

다인인 것과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

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

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께서 그들이 사는 거리에서 가르치셨지만, 주님께서

는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과 함께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유다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

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이 유다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고, 꼴찌지만 첫

째가 되는 이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다인이 멸시하

는 갈릴레아인이나 사마리아인, 그리고 하느님을 모

르던 이방인이라도 유다인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좋은 은총을 받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 상태에

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받

는 한순간의 커다란 은총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동반하여, 하

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가운데, 항구히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비록 죄에 빠진다 할

지라도 자비로이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

시지만, 그러한 주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

었고,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봉헌되거나, 평

신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해도, 유다인들이 선민사상을 지녔던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서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상태를 깨닫

지 못하면,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로 가는 순간까지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

함을 일깨우면서 겸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이라는 의미 그대

로, 몸을 구부리거나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

다. 곧 원래 자신의 모습에서 작아져야 지나갈 수 있

는 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실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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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8월 25일 

 팔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성모님 정원에 흐드

러지게 폈던 여름꽃들도 시들어 가며 장미들도 시들

어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씨방이 커다랗게 달렸습니

다. 장미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겠지요. 아름다

운 꽃이 지는 것이 아쉽지만,  아쉬움이 또 새로운 생

명의 시작임을 알게 되면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문득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중 이 대목이 생각납

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

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염려는 자주 하면서 믿는 데는 좀 옹색

한 것 같습니다. 하긴 염려도 사실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이니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사랑이

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

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 19: 26) 이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

다.” (24)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 누가 구원

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던진 데 대한 예수님

의 답변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제자들은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은 

적습니까?”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

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라고 대답하십

니다. 결국 쉽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

력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

고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못

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으

로 뜬구름 잡듯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 또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적인 긍정적 

생각도  무사안일 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하느님은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을 모두 주셨

습니다. 부정적 생각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약점을 

살피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보강

해야 할 부분,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에 대한 경우 수를 

살피게 하며 자신감을 줍니다. 현재 가능한 강점을 살

피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게 합니다.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을 잘 조합하면 미래의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실행하면 성공적인지 합리적

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입니다. 장수들이 전쟁에 임할 

때 병법을 상기하며 작전을 짜고 그 전쟁을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병법 삼아 현재를 보

고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일지라

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 예루

살렘으로 떠납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각 고을에

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을 위

한 회개와 세상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많은 고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모두들 쉬운 넓은 대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

이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

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독불장군식의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좁은 문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른 이치로 이끄는 길이

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때 그 결과가 더 좋

다는 고진감래의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힘쓰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드나 결국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

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내 삶이 불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

다. 현재의 실패가 내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듯이 미래를 염려하여 

점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하느님의 말

씀을 믿으며 희망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

이라는 것입니다.  
 
 여름꽃이 지고 난 자리에 씨앗이 익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익어가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

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파스카 잔치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아드님의 제사에 우리를 결합시키시고, 아버지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8월  25일 

넷째 주일 (8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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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관광  

주일학교 교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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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일학교 등록 마감 

개학 : 9월 8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8월 25일(오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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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2019-2020 로고스 성가대원 모집 

대상 : 6학년– 12학년 

기간 : 9월 7일(토)까지   
문의 : 김월중 베로니카 (718) 308-7244 
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학은 9월 1일(일)까지 입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볼리비아 의료선교 특별헌금  

Pizza Night 취소  

특별헌금  

케루빔 첫연습 & 오리엔테이션  

첫연습 : 9월 8일(일)  9:30 a.m. - 11 a.m.  
오리엔테이션 : 9월 8일(일)  1:30 p.m. - 3 p.m.  
장소 : 교육관 성가실  

오리엔테이션은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케루빔 방학은 9월 1일(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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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기념사진 찾아가기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도서선교  

2019년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안내(마감) 

 

친교실 바닥 타일 공사  

바오로딸 도서선교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미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한국학교  

Flushing 2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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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북부 ME 가족 야유회   

Flushing 2구역 7반 

9월 14일(토)  6 p.m.  이명숙 율리안나 Home   
196-65 45 Dr.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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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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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8월 11일(일) - 8월 17일(토) 10,892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75,471단 

생활 상담소 
8월 25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영서, 안영남, 김준수, 최광희  

 

  

  

요셉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울뜨레야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사목회 회의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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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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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l members of the holy Church of God, that 
through suffering and endurance they may come 
to the feast of the kingdom,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governments of the nations, that they will 
respect religious freedom and allow their people 
to hear Christ’s invita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lost a desire for the things of 
heaven, that they may regain the fervor of faith 
and the joy of the sacramen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gathered at this Eucharistic altar, that we 
may finally come to take our place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dead, that they may find eternal life in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 Let us 
pray to the Lord. ◎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775,471 decades. 

2019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When: September 7th (Saturday)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until  
August 25th (Today) 
Place for registration: Education Center office 
Questions: (718) 321-0095/(718) 321-7676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Longing to belong  
<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We humans are social animals. We are born individ-
ually and die individually, but in between we long to 
belong: to a family, a group, a club, a church. Some-
times even to a gang. For good or ill, we want to b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we are. We get protec-
tion and our identity from our group. 
 
 Most people are born into a family, nuclear or ex-
tended. We soon learn about our ethnic group and 
classmates, our religion and our nationality. But all of 
these have a dark side: it excludes those who don’t be-
long. Worse, it sometimes views the outsider as the 
enemy, one to distrust and even hate. From this springs 
much of the violence and suffering we inflict on others, 
from assault and murder to war. 
 
 God gathered to himself a people from among the 
immigrants from Ur (modern day Iraq) and later liber-
ated their descendants from slavery in Egypt. They 
were the Chosen People to whom God revealed the 
commandments. In time, from them was born the 
Messiah, Jesus Christ. 
 
 He took the message and gave it to the whole world, 
calling all nations to transcend tribe, race and nationali-
ty and form the ultimate group: the People of God.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8th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mences 
on Sunday, August 25th.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Recruitment of Cherubim & Logos Choir 
Grade : 1st - 5th Grade & 6th - 12th Grade 
Register : Until Sep. 7th (Sat) 
 Cherubim  
Questions : Nammi Yoo (201) 674-2368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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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  
Aug. 25th (Today) & Sep. 1st (Sun) for Bolivia Medical 
Mission. 

 
Second Collection  
Sep. 8th (Sun) : Catholic University 
Sep. 15th (Sun) : The Catholic Education/ St.. Eliza-
beth Ann Seton Trust Fund 
Please put special donations in the yellow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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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1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5, 2019 (Year C)  No. 2435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6:18-21 (12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2:5-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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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A.M. MASS 

Opening          Be Thou My Vision  396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Bread of Life 363 

Breaking Bread 

Offering 313 
Breaking Bread Closing 43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Be Thou My Vision  396 
Breaking Bread Closing 430 

Breaking Bread 

 

Kristen Cho Isaac Shon Ryan Kim Joanna Kim Catherine Lee•Ted Park•Justin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Grace Nam•Luna Bae•Claire Lee 

Responsorial 
Psa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