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2주일                                                                       2022년 8월 28일(다해) 2595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15번  주님을 찬미하라  

영성체성가  
165번 

498번 

 주의 잔치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453번   푸르른 시냇가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Katherine Park • Ted Park • Aiden Nam  

8시 미사 Brian Kim • Jennifer Lee • Sia Kim 

9시 30분 미사  Andrew Oh • Bona Lee • Edward Oh  

11시 미사  Mina Kim • Yule Bae • Jacob Lee  

5시 미사  전가별 • 백현수 • 박여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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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8월 28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이며 팔월의 마지막 주일

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느낌이 듭

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도 선선하

게 식혀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하상회에서 주관하는 요셉회 회원

을 위한 효도 여행을 뉴저지 뉴튼의 베네딕도 수

도원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마치 어릴

적 소풍 갈 때처럼 마음이 설레시리라 생각합니

다.  

 

  하상회가 열심히 모금하고 준비하여 만든 자리

인 만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상회 회원들의 노고

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금,토일 양일간 헌팅톤 신학교에서 사목

회와 단체장 일일 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코비드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와 내년으로 다가오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준비

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피

정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니 감개가 무량합

니다. 5년 동안의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

뻐하고 괴로워하며 지낸 신학교 생활은 삶의 전

환점이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생활은 아마도 공생활 시작을 준비한 예

수님의 광야 생활과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을 배우고 느끼고 나누며 때로 유혹과 싸우며 겸

손을 배우고 미래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갔던 시

절이었습니다.  

 

  어두운 신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옛 추억과 함

께 현재의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초심

을 세웠던 어머니의 태중과 같은 신학교에서 내

일을 다짐해봅니다.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푸

른 풀밭으로 이끄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코비드가 아직도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중에도 

조심스럽지만, 우리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가

는 것 같아 좋습니다. 주일 만나는 얼굴에서 긴

장보다는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미사에 참례하였다 밝은 얼굴로 돌아가

는 교우를 볼 때 참 뿌듯한 행복을 느낍니다. 우

리 교우들이 담소를 나누며 웃는 모습에서 자연

히 미소를 짓게 됩니다. 감실과 성모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 교우를 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듭

니다.  

 

  오늘 복음에 겸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하고 고백

하는 시편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시편 50)  

 

  겸손한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업신여기지 않

고, 이용하지 않는 배려와 자비의 마음으로 하느

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되갚는 이는 우리의 사랑을 받

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어여삐 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집

회서 3: 27-28) 

 

  팔월을 보내며 우리 마음속을 후덥지근하게 하

는 모든 것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청명한 

가을을 기다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연중 제22주일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새  

계약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잔칫상에  

앉은 우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넷째 주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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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물서적 판매  

 

어린이 미사  

요셉회 효도관광  

특별헌금  

9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첫금요일 성시간  

9월 2일(금)  8 p.m.—9 p.m.  

첫금요일 아가페 

봉성체 

9월 9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9월 2일(금)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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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날짜 : 9월 16일(금)   

시간 :  9 a.m.— 4:30 p.m.  

주최 : KCS 유방암 무료검진 Mammogram 

장소 : 성당 주차장 (Mobile Van)  

자격요건 : 마지막 검사를 받은지 1년이 지난         

             1. 50세-79세 미보험가입자  

                  2. 40세-79세 보험가입 여성분  

문의 : (718) 939-6137, (347) 348-3233 

알 림 

현양미사  효주회 창단  

첫모임 : 8월 28일(오늘)  12:30 p.m.  

장소 : 교육관 세미나실 

창단 미사 : 9월 1일(목) 7 p.m.  

문의 : (917) 257-0890 

이메일 : clara09171@gmail.com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모두 마친 40-50대 여성

을 대상으로하며 효주회는 본당 어머니 연합회

와 로사리오회의 중간 단체에 해당합니다.  

효주회의 목적은 단체 회원들의 영성 배양, 봉사, 

친목에 있습니다.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가톨릭 성서 모임(창세기) 

Pizza Night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8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야외미사 사생대회 그림 찾아가기  

       공동체 소식                                                                                                                    202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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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8월 28일 

알 림 

구역분과 월례회  

주일학교 등록 안내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Cherubim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 5학년  

등록 : 성당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 김연화 마리아 (646) 220-436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워크샵     

Flushing 2구역 7반  

알 림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성제회 월례회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도네이션  

안나회  $500 로사리오회  $500 

추영철 미카엘 $500 한해남 요셉 $300 

곽호수 바오로 $300 정봉재 토마스 $300 

김순회 세실리아 $200 박규용 리따  $200 

권기택 스테파노 $200 백정덕 베로니카 $100 

임혜경 루시아  $100   

로사리오회 풋고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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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8월 28일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이진원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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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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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19-0055 





4th Sunday in August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10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unday  School 

12:30 p.m. Mass 

2022-2023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18th (Sunday) 
Registration Dates : until Sep. 11th (Sun)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Announcements  

Free Breast Cancer Screening (Mammogram) 
Date & Time : Sep. 16th (Fri)   9 a.m.– 4:30 p.m.   
Location : Church parking lot (Mobile Van)  
Inquiries : (347) 348-3233 
Qualifications: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last examination  

2.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5th Grade 
Inquiries : Mary Kim (646) 220-4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at the church office.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Topic : Genesis (14 weeks)  
Who : Confirmed young adults 
Registration deadline : Sept. 11th (Sun) 
First meeting : Sept 25th (Sun)   2:30 p.m.  
Register/ Ask questions : Jennifer Oh (646) 660-4989

PIZZA NIGHT  
Starting this August, we will start Pizza Night every 4th 
week after 5 p.m. Mass. 
Date : Aug. 28th (Today)   
Time : After 5 p.m. Mass 
Location : Church basement  
Target : All young people in the parish,  
             alumni attending the 5 o’clock mass

Sunday School Teachers’ Workshop 
Date : Sep. 9th (Fri) 4 p.m.—Sep. 11th (Sun) 1 p.m.   
Location : Huntington Seminary  
Address :  
Question : Juliana Chong (929) 928-1487  

Golf Tournament 
Fundraising for the education fund of parishioners 
Date : Aug. 31st (Wed)  
Starting Time :

 
Location : Douglaston GC 
Fee : $100 (Lunch and Dinner provided) 
Organized by : Parish Council Association 
Host : Parish Golf Club 
Inquiries : Joseph Hwang (917) 732-3391 

Special Collection  
Sep. 4th (Sun)  

       Announcements                                                                                                                                                        August 28, 2022 

Pickup The Art Painting  
Please visit the pastoral desk to pick up the student 
painting who joined art contest during the outdoor 
mass in June.  
Pick up time : 10 a.m.—12 p.m.  
Period : Aug. 28th (Today) - Sep. 11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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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28, 2022 

 One of the worst experiences I ever had in my life occurred when I was a fifteen-year-old high 
school student. My father had received a phone call from a cousin in Italy whom he hadn’t seen or 
heard from in almost forty years. He was now a medical doctor and, ready for this? He had the same 
name as I did. Instead of Father, he was Dr. Joseph Veneroso. Needless to say I was anxious to meet 
this man with whom I shared a name. He was visiting the States in a week, so my father invited him 
over to our house for dinner. The appointed day arrived and everything was set: linen table cloth and 
napkins, silverware polished, candles in the candle holders, and the food! My parents had been shop-
ping and cooking for days. The appointed hour arrived and—-no cousin. Five minutes became fifteen 
became thirty and we became concerned. Perhaps he’d been in an accident. Or had been kidnapped. 
Or heaven forbid, murdered. We tried calling his phone but got no answer. We were about to call the 
police when our phone rang. It was our cousin, all apologetic. He’d totally forgotten and was now far 
away in another city. I will never forget the look of hurt and disappointment on my parents’ faces. 
Worse,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o take away their pain. 
 
 Only many years later, while I was receiving spiritual direction as a seminarian, we were dis-
cussing childhood wounds— those that still hurt after many years. My spiritual director suggested 
these wounds might make me a better priest. I asked how. He said, “That’s the way God feels most of 
the time. God prepared a wonderful world for us, then sent his son to invite us to the eternal banquet, 
but we make excuses and don’t bother attending.” But God does not wallow in grief. He invites oth-
ers, who if not more worthy, at least are more grateful: the poor, the sick, the lame, the blind. In to-
day’s gospel Jesus recommends we throw a dinner party precisely for the people who can never pay 
us back. Delicious food aside, if we do this, both they and we will get a foretaste of the kingdom of 
heaven.  

  
 

 

For those that recognize the Spirit is open to life and truly stand before the Lor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will always be gentle to the destitute, the aged and the lonely and not blame them for their suffering.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not look down on those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especially in their orientation and self-

image, but that we embrace them with the warmth that they need.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not waste our time and energy being impressed by those with luxury items and fame but will take 

notice and use our energies to those in trouble and pain.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be more tolerant of those who angrily accuse us of being devils and sinners as we seek the good of 

our brothers and sister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always be grateful in our abilities and appreciate the abilities in others.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2nd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8, 2022 (Year C) No. 2595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irach   
   Sirach 3:17-18, 20, 28-29 (126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2:18-19, 22-24a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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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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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8:4-5, 6-7, 10-11 

◎  God, in your goodness, you have made a home for the poor.  

○  The just rejoice and exult before God; they are gold and rejoice. Sing to God, chant praise to his 

name; whose name is the LORD. ◎ 

○  the father of orphans and the defender of widows is God in his holy dwelling. God gives a home 

to the forsaken; he leads forth prisoners to prosperity . ◎ 

○  A bountiful rain you showered down, O God, upon your inheritance; you restored the land when it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the one who hum-

bles himself  

will be exal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