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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김 정 윤  박 지 희  전 수 연  

8시 미사 최 혜 숙  정 봉 재  김 철 순  백 정 덕  

11시 미사  황 성 숙  김 영 진  안 준 섭  김 정 옥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문 소 영 

화답송 

입당성가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파견성가 271번 

입당송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영성체송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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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 시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가위로 시작한 시월은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 달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월은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가며 점점 단풍으

로 물들어 가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노
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높은 하늘을 보며 김동

규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흥얼거릴 것 같

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시집을 뒤적이며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또는 책장에

서 먼지 쌓인 시집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잊고 

있던 시를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운 단풍잎

을 집어 그 시집 갈피에 고이 넣어 두어도 좋겠

습니다.  
 
  아직은 이른 가을의 시월에 이미 단풍을 생각

하고 시원한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을 생각하며 

잠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살이를 잊고 쉬

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풍이 무르익던 늦은 시월 어느 날 누나들과 

엄마와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

다. 단풍 속을 거닐 때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길옆 수북이 쌓인 낙엽을 유심히 보다 티 없고 

고운 노란 낙엽을 집으며 우리를 보고 한 말씀이

십니다. “단풍이 참 곱다.” 그리고 이 잎을 당신 

기도 책갈피에 곱게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머니의 그 연세에도 고이 간직한 감성에 감동하

며,  어머니의 기도 책에 언제나 끼어 있는 잘 마

른 낙엽과 꽃잎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또 상상

해봅니다. 어머니는 기도 중에 책갈피의 꽂힌 단

풍잎과 꽃잎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일상

의 절실함 속에서도 잠시 추억을 생각하며 쉬는 

시간을 주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감성은 언제나 부드럽고 민감합니다. 그 

감성은 우리를 건강한 생각을 가능케 하고 그 감

성은 거친 일상의 메마른 삶 속에 오아시스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

게도 어느 순간 그 감성을 잊기 시작합니다. 매일 

부닥치는 일상의 무게에 지쳐 감성은 사치가 되

고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본능과 이성만 준 

것이 아니라 감성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넉넉

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출구가 없을 것 같은 일

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줍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득 듣는 유행가에 잠시 앉아 그 노래에 빠져 감

상하며 생각하는 그 시간은 황금과 같은 시간입

니다. 청량감을 주는 달콤한 15분의 낮잠과 같습

니다. 망중한의 지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복음은 각박한 

세상을 설명합니다. 욕심으로 각박해지고 거칠어

지고 잔인해지는 세상 사람들을 나무라십니다.  
 
  땅 주인이 땅 없는 이들을 위해 포도밭을 만들

어 가꾸며 살아가게 해주었지만 그들의 욕심은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려고 땅 주인의 아들까지

도 죽여버립니다. 이에 땅 주인은 그 땅을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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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를 훈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게 가나안 땅을 주며 가꾸게 한 것을 그들을 어

여삐 여겨 구원해 주신 이유이지만 하느님의 말

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일관

하면 결국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심이 가득하여 열심히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욕에 빠져 물질적 풍요에 

집착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고 벌

기만 하며 엉뚱한데 개인 욕망을 위해 탕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느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을 잊은 사람을 안타까워하

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입니다. 재물의 축척을 위함이 아니라 나눔이 목

적입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

하거나 혹사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오늘의 복음

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려 온갖 술수를 쓰게 됩니

다. 하느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풍요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불행하다……

이미 웃고 있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참조 루카 6
장) 여기서 부자는 나누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놓

고 자신만 배부른 사람을 말합니다. 나누지 못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이들의 삶은 언제나 정처 없

이 떠도는 나그네 같습니다. 가고 또 가도 목적지

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지만 외

롭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하소연할 데도 없습

니다. 그렇기에 또 걷습니다. 모든 것을 잊기 위

해…… 

  하느님은 많은 것을 주시지만 받은 만큼 하느님

께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

니다. 내 식구들과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

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듯한 마

음입니다. 따듯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이웃의 얼굴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얼굴입니다. 책
갈피에 꽂힌 고운 낙엽처럼……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좀 더 깊은 사색

에 잠기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의 진

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선

물을 무엇인가? 하느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내 식구들이 왜 이리 고마운가? 내 이웃이 얼마

나 소중한가?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 
 
  보물을 찾는 이는 보물을 찾지만 쓰레기만 보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쓰레기만 보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불만은 불만을 낳고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포도밭을 빼앗긴 욕심 많은 소작인들을 통

해 배운 것은 나의 가슴속에 있는 욕심을 가을바

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

름다운 시월 세상의 보물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

가 아니라 하느님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

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월의 기도” 한 구절을 떠올

립니다.  
 

    “시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 볼 수 있는 여유있는 마음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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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10월) 

주일학교 온라인 수업   

초등부  

매주 일요일 11 a.m.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이번 2020 가을 학기 초등부 주일학교는 비대면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학년 & 2학년 합동반  

 3학년 (첫영성체반) 

 4학년 & 5학년 합동반 

Pre-K 와 유치원반(Kindergarten)은 없습니다.  
 

중•고등부  

매주 금요일 8 p.m.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예비자 교리 

고등부 주일학교 가을축제 

일시 : 10월 24일(토)  12 p.m.—3 p.m.  

장소 : 퀸즈성당 주차장 

입장료 : $10 (가을 축제날 입장시 받습니다) 

인원 : 선착순 40명 

마감 : 10월 16일(토)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https://forms.gle/
ZHC9ArQiK7vs4Una6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4일 

알 림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https://forms.gle/ZHC9ArQiK7vs4Una6
https://forms.gle/ZHC9ArQiK7vs4Un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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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4일 

어린이 미사  

영어 미사인 어린이(12:30 p.m.) 미사가 현재  

한국어 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 림 

제2회 솜씨 작품픽업  

솜씨 사생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작품 픽

업을 10월 18일(일)까지 연장합니다. 성당 

앞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

다. 픽업 가능 시간은 1:30 p.m.까지입니다.    

감사헌금  

김미자 레지나 $1,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목회 피정  

내용 : 사목위원 피정 및 교육 

대상 : 사목회 전 위원  

일시 : 

장소 : 사제관 앞 텐트  

단체장 회의 일정  

1차 모임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앞 천막  

대상 : 봉사단체 

요셉회, 안나회, 로사리오회, 베드로회, 하상

회,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한울림 성가대,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경로봉사회, 연령회, 

성제회, 어머니 연합회, 간호사회, 생활 상담

소, 헌화회, 풍물단 
 

2차 모임 

일시 : 10월 25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앞 천막  

대상 : 봉사단체 

꼬미시움, 성시회, 청년 성령기도회, ME, 울

뜨레아, 성소후원회, 성령기도회, 로고스 학

생 성가대, 메아리 청년 성가대, 소금 청년 전

례부, High School Youth Group, 주일 학

교, 한국학교, 장학회 

2021년 달력 광고주 모집 

2021년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알 림 

본당 수녀님 인사이동  

그동안 우리 본당을 위하여 애써주신 이 아

가비타 수녀님께서 소임을 마치고 지난 9월 

30일(수) 고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다음 소

임지에 잘 도착하신 이 아가비타 수녀님께서 

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남기셨습니다. 이 아가비타 수녀님 후임으로 

본당을 위하여 지난 10월 1일(목) 홍윤선 에

제키엘 수녀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분 수녀님

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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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 정기총회 연기  
 

한미가톨릭연방신용조합의 제42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2022년으로 연기합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상태 선포에 따른,  
3월 13일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미국신용조합감독청)의  

공문 (Letter No: 20-FCU-02)에 의거, 신용조합의 정기총회  

개최일시를 변경합니다.  
 

당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현재 COVID-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월 6일(일) 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한미가톨릭연방신용조합 이사회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4일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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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0년 10월 4일 



Sunday school 

         미사 봉헌                                               Announcements                        202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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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October                                                                                    

27th Sunday in Ordinary Time 
 

Vineyards and vine dressing are familiar in many places. 
In Scripture, they are favored ways of speaking of the 
Trinity’s care for the Lord’s gathered and covenanted 
people. In today’s readings from Matthew and Isaiah, 
the yield of the vineyard is spoiled. In response, Jesus 
notes he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a new struc-
ture and has been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good fruit. May God’s incomprehensible peace be in 
our hearts and thoughts.  

High School Fall Fes val  
Date: Saturday, October 24th 
Time: 12 p.m. - 3 p.m.  
Place: St Paul Chong Ha Sang Parking Lot  
Registration Due date : Friday, Oct. 16th 
Admission Fee: $10 (Bring in cash on the day of 
event)  
 
*Parking lot will be closed during the event.  
*Must wear masks at all times and keep social dis-
tance.  
*We are accepting up to 40 
students on a first-come 
basis. Registration will close 
on Friday, October 16th or 
when we reach 40 students.  
 
Registration Form 
Link: https://forms.gle/
ZHC9ArQiK7vs4Una6 
 
Registration Form QR 
Code:  

Elementary Class 
 

JHS/HS Class 
Zoom meeting starts every Friday at 8 p.m.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email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Elementary: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JHS/HS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By Fr. Joseph Veneroso, M.M.  

We Have Been Warned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4,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First Isaiah the Prophet, and then Jesus the Messiah issue a stern warning to Judah and Israel. Using the 
symbolism of a vineyard, and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as the vines, God builds a wall of protection 
around the vineyard, builds a tower to guard it, tends the vines but they produce wild, that is to say sour, 
grapes. Of what use is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if the fruit, that is justice and mercy, are not pro-
duced? God withdraws his favor (tears down the wall) and allows Babylon to destroy first Israel, and then 
invading Judah, carrying off the people of Judah (Jews — 유다인) into captivity. 
 
   Now, in Jesus’ time, the land of Judah and the Jewish religion were the same. Jesus takes up the imagery 
of Isaiah and explains how the prophets tried to warn the Jews they were making the same mistakes as 
their ancestors. They killed the prophets, so God would send his son— but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they crucified Jesus outside the walls of Jerusalem. In punishment, God gave his vineyard to a 
new people: the Gentiles. Us. 
 
   In our day and in America, religion and politics are supposed to be separate. But increasingly in recent 
years, some people are trying to equate Christianity with America. This is not only foolish but dangerous. 
If God punished Israel, his Chosen People, when they rejected Jesus, what do you think he’ll do with 
America if we use Jesus and Christianity to advance partisan politics but then fail to put Jesus’ teachings 
into practice? It isn’t enough just to say “Jesus is Lord.” It isn’t enough just to oppose abortion. We must 
oppose capital punishment, feed the hungry, clothe the naked, heal the sick (affordable healthcare), wel-
come immigrants and strangers. These are explicit commandments of Jesus. We mock his Gospel if we 
fail to follow him, especially if we exploit and dishonor the name Christian. Let us dedicate ourselves 
anew to living authentic —as opposed to hypocritical—Christian lives before it’s too late. We have been 
warned.  

Prohibi 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Church Office Hours  
Mon-Fri : 9 a.m. - 5 p.m.  
Saturday : 9 a.m. - 9 p.m. 
Sunday :   8 a.m. - 6 p.m.   

미사 시간  |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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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Announcement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7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4, 2020 (Year A)  No. 2494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5:1-7 (139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Philippians 4:6-9 
Communion Antiphon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 hope in him,  
   to the soul that seeks him.  

 

  
 

◎ Lord, hear our prayer.

◎

◎

◎

◎

◎

◎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