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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부제 

연중 제22주일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

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궁중에서 음식을 몰래 훔

쳐 먹은 죄로 왕의 명령으로 교수형에 처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 왕은 

그에게 죽기 전에 남길 유언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

습니다. 도둑은 “임금님, 저는 죽기 전에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싶은데 이 씨앗은 저의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하루 만에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는 씨앗입

니다. 이 씨앗은 오직 남의 것을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는 사람만이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도둑이기에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을 비

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씨앗을 심을 수 있

는 사람은 이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며 씨앗을 내

밀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비롯해 아무도 심겠

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여기 있는 여러분은 임금님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가졌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은 임금님을 비롯해 이 사과나무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유지하려고 음식을 조금 

훔쳐 먹은 죄로 저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임금님 자신과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도

둑을 사면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무렵 사람들이 또 많

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

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

에 안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먼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여기

는 외딴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하고 반문하자 예수님께

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

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

며 나누어 주셨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

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뒤에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고 먹

은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다.” (마르코 7:—8)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

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

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중상, 교만, 어

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

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관습의 하나

인 음식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음식에 관

한 율법 중의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오랫동

안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이 관습을 예수님의 제자

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뜻으로 예수

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

가 말한 데로 “이 사람들이 마음은 먼 곳에 있고 입

술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한

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인들이 바로 

제자들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위반하는 증거로 예

수님을 범법 죄로 고발하려는 의도를 말해 주고 있

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율법과 관습이 인격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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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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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와 정의, 평화의 세상을 이룩하는 데 걸림

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Religion)란 말의 어원은 붙들어 맨다는 

라틴어의 “regare”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종교의 원뜻인 종교가 우리를 튼

튼하게 붙들어 매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제 서품을 

앞두고 마지막 면담을 하면서 부제 학교의 책임

자이신 제임스 타헤니 몬시뇰이 불안해하는 저에

게 “하느님은 너의 좋은 것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사랑해 주시니 모든 것을 봉

헌하면 된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31년 전 

종신 부제 서품을 받는 날 주교님 앞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복음의 메신저, 복음을 믿고, 선포하

고, 복음을 실천한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뒤돌

아보건대 가정과 직장과 봉사의 부르심에 응답하

기에 많은 부족함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 8월 29일 팔월의 마지막 주

일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유

난히도 무더운 여름 코비드에 대한 염려와 함께 힘

든 계절을 견뎌내는 우리를 보는 하느님의 눈은 

“참 대견하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매일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고생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고귀한 삶의 한 부분으

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

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를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

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물

론 대면으로 한국학교와 주일 학교를 개강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공지한 것과 같이 마스크 착용 및 온

도 체크 등 안전 조치를 최대한 지키며 수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팬데믹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

서 보내면서 지능 개발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부딪치면서 배

우고 깨달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

족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언제

나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과의 제한된 관계는 우리

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 개발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

대한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일 년은 참 긴 시간입니다. 

벌써 1년 반을 제한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어떤 아

이는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

다. 두렵지만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시는 방법도 있

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코비드의 종식이 아니

라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새로운 삶

의 방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변이가 빨라

서 적어도 당분간 박멸되지 않을 것 같답니다.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리면 미사 후에 성당 

방역 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방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드리지 못하기에 지면을 통해 매 

주일 묵묵히 방역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

은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 덕분에 더욱 안전

하고 편안하게 공동체 미사에 참례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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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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르코 7:6) 우

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반성해봅니

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느님

의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

라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 하느님

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

르는 길에 때때로 걸려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길가에 쉬어 가더라도 우리는 길을 따라갑

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길을 나 홀로 걷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예수

님은 엷은 미소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수고

하고 짐 진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잠시 쉬렴.”  

 

  요즘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코비드로 인해 더욱더 힘듭

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기에 힘을 얻습니다. 위안

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더

불어 같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 힘이 납니다. 서

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도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이웃과 함께 그 사랑

을 함께 나눌 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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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2022년 부활 예비자반 교리 개강   

교리 등록 : 8월 29일(오늘)까지 

첫교리 : 9월 5일(일) 

시간 : 11 a.m. 미사 후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첫금요일 성시간 특강  

일시 : 9월 3일(금)  8 p.m. 

특별 강사 : 신상현 야고보 수사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부총원장  

세계 가톨릭 성령쇄신봉사회 운영위원  

* 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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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1일(화)  7 a.m. 

(미사 • 분향 • 연도)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본당 건립 50주년 기념 기금마련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에서 $21,340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사목회 골프동호회 일동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9월 14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요셉회 회원과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여가 가능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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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코비드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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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력 광고주 모집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병자성사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중에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2021-2022 주일학교 등록  

한국학교 개학  

성사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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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안나회 물품 판매 

안나회 사과밭 나들이  

알 림 

Flushing 2구역 1반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반모임  

연령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로사리오회 생선전 판매  

모집  

  기도를 짧게 하세요.  

사랑은 몇 마디만  

   필요합니다.  

Prayer Therapy  
written by  

Keith McClellan, O.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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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all who form the holy Church of God: may we not pattern ourselves on the greed and self-

seeking of worldly values, but on the generosity and selfless love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se dedication to the Word of God brings them insult and persecution: may the example of 
Christ and our prayerful support keep them true to the faith they share with u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earch for a love that demands nothing of themselves: may the example of Christians 

be an inspiration to them to open themselves to risk of sharing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workers of the world over: may they look beyond material reward to see their work as the expres-

sion of a God-given personality and their gift to the family of man.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ravelling on Labor Day Weekend: may they enjoy the company of their family and friends 

and return to their homes safely.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August 29, 2021 

5th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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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email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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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First Friday of The Month  

Resume the Sacrament of Confession  

Sunday School 2021-2022 Registration  Visiting The Homeboun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2nd Sunday in Ordinary Tim                                                                                                    August 29, 2021 (Year B)  No. 2542 

Responsorial  

Psalm 
The one who does justice will liv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4:1-2, 6-8 (12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mes 1:17-18, 21b-22, 27 

Communion Antiphon 

   How great is the goodness, Lord,  
   that you keep for those who fear you.  

Psalm 15:2-3,3-4,4-5 

Do You Pray With Those Lips?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One difference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is in what we can and cannot do in our everyday lives. 
For example, some Protestants forbid drinking alcohol, others ban smoking. Certain Baptist churches do 
not allow their followers to dance. There's a joke about a Baptist dying and going to heaven. St Peter was 
showing him around. Each church had its own version of heaven. When they got to Catholic heaven St. 
Peter put his finger to his lips. "Shh!" he said. "Be quiet! They don't know anyone else is here!" 
 
  Of course there was a time when this was true. Catholics believed no other people could go to heaven. 
We know now this isn't true. God's mercy is greater than man-made rules. Of course, our faith should im-
pact how we live. Unlike Jews who don't eat pork or cheeseburgers, or Baptists who don't smoke or 
dance, Catholics can do all those things. The reason why is found in today's gospel. Jesus said what goes 
into our bodies does not make us unclean, but what comes out of our mouths. Lies, gossip, hate speech 
all come from the evil in our hearts and make us unclean. So, while smoking cigarettes might be bad for 
our health, it doesn't keep us from heaven. Let us be especially mindful of the hurtful things that come 
out of our mouths and ask ourselves, "Would you pray with these lips? Would you take the Eucharist with 
this mo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