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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예물준비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영성체성가  
174번  

167번 

 사랑의 신비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Edwin Shin • Ruby Evans • Jennifer Lee 

8시 미사 Gabriel Nguyen • Julia Jun • Joseph Lee 

9시 30분 미사  Annabelle Na • Julie Kim • Justin Park  

11시 미사  Jaycee Choi • Shyun Kim • Lucas Lee  

5시 미사  청년 전례부 소금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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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3주일로 9월의 첫 주일로 노동절 

(Labor Day) 주말입니다. 이제 여름은 가고 가을이 성

큼 우리 곁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 납니다. 아직 한낮

의 햇살은 따갑지만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 쾌적합니

다. 바람에 찰랑거리는 나뭇잎이 가벼워 보입니다. 단

풍을 서서히 준비하는 듯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친

구들이 모여 바베큐를 즐기며 우리의 의식주를 위한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서로가 위로하

고 힘을 주며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시간입니

다.  
 

  삶의 노동은 삶의 형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숭고한 일입니다. 노동은 하느님

께서 주신 삶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기에 어느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이 숭고한 노력을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

야 합니다.  
 

  아름다운 구월의 시작은 자연이 가장 왕성하게 자

라는 여름의 끝을 말합니다. 구월의 시작은 여름에 자

라는 열매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

다. 구월의 시작은 여름 내내 들뜬 우리의 마음을 가

다듬고 차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입니다.  
 

  우리 본당도 차분한 마음으로 구월을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개학에 교사들이 분

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긴 여름방

학을 마치며 개학 준비에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처럼 긴장되고 허무할 때가 없습니

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여름 내내 누렸던 

자유(?)의 끝을 알립니다. 그래도 동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위로를 받습니다.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

서 아이들이 다시 만나 배우고 놀고 기도하며 자라납

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상회가 주관하여 요셉회 어르신들

을 위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

리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뉴저지 뉴튼 수도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요셉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하상회 회원들의 노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 9월을 시작하는 날 저녁에 우리 본

당의 새로운 여성단체인 ‘효주회’ 창단 감사미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김효주 아네스 동정 순교 성인을 주

보로 한 단체로 대상은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어머니들로 로사리오회에 입단되기 전 연령대의 어

머니들로 구성됩니다. 어머니회와 로사리오회의 중간 

단체가 됩니다. 이로써 어머니회, 효주회, 로사리오회, 

안나회로 잇는 여성단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효주회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균연령이 빠르게 늘어나는 세대에 살아가는 관계

로 세개 단체로는 모든 연령대 어머니들의 필요를 충

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남성 4개 단체

와 여성 4개단체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어느 단체도 들지 못했던 분들이 

자신의 연령과 상황에 맞추어 단체에 가입하여 좀 더 

활발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8개 

단체는 비슷한 연령대의 신자들이 모여 봉사와 기도

를 통해 신앙심을 배양하고 보다 활동적인 신앙생활

을 하기위한 단체입니다.  
 

  9월을 시작하며 듣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루카 복

음의 1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14장의 시작 부

분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잔칫집에 가거든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며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십니다. 그

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

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4:11)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적인 풍

속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신을 드

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잔치에 가면 당연히 높은 자

리에 앉으려 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해코지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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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혼인 잔칫집 비유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

신 후에 바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바쁘다는 이

유로 혼인 잔치에 오지 않은 이들에게 화를 내시고 거

리에 나가 아무나 초대하여 잔치를 크게 벌립니다. 이

는 마태오 복음의 22장의 혼인 잔치 비유와 같은 내용

으로 기왕의 선택된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이

방인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구원의 주체는 

기존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오늘의 복음이 ‘버림과 따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 욕망과 탐욕

과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식구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

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

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

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4:26-27) 
 

  이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떤 면에서 황

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을 따르려면 천륜도 저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혹자가 이를 들으면 아마도 

우리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로 이 말씀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더하

여 미워하고 나아가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자신

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천륜적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데 지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 형제의 강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

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님을 먼저 믿고 따르면 가족도 구할 수 있지만, 가족

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가족뿐만 아

니라 자신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 목숨을 미워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

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지

혜로 채워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을 향해 살아가야 한

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옆의 이웃을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더 아픈 이

를 위로해주고, 나의 공을 내세우기 전에 남의 공을 먼

저 칭찬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 보

는 바보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더 

많은 상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지금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

인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너무 비좁고 어렵지만 

함께 라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을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희생적 사랑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버림과 떠

남은 사랑의 희생적 실천인 것입니다.  
 

  가을이 우리 앞에서 서성입니다. 오늘 Labor Day 이웃

들과 바베큐를 즐기며 여름을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

과 함께 차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

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쁜 세속적 

삶 속에서 망중한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

다.  

   

  그러면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빙그

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처럼 청

명한 마음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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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8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야외미사 사생대회 그림 찾아가기  

연중 제23주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천상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첫째 주일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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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미사  

특별헌금  

9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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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4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등록 안내   

Cherubim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 5학년  

등록 : 성당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 김연화 마리아 (646) 220-436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창세기) 

주일학교 선생님 워크샵     

알 림 

찬양 치유 피정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 

9월 9일(금)  9 a.m.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 중에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20세에서 80세까지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성

인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영향요인에 대한 주제

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박사과정인 서울 

교구 조성환 안토니오 신부와 건양사이버 대학

교 김은미 교수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설문참여 시간은 약 30분이며, 설

문을 완료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10을 드립니

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 9월 11일(일), 9월 18일(일)  

시간 : 9 a.m.—7 p.m.  

설문참여자 : 20세-8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6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4일 

알 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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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분과 월례회  

제대꽃 봉헌 접수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성제회 월례회  

알 림 

안나회 만두 만들기  

안나회 월례회  

9월 13일(화) 10 a.m.  

장소 : 성전  

요셉회 월례회  

9월 13일(화) 10 a.m. 미사   

11 a.m.부터 요셉회 월례회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는 12 p.m.부터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령회 월례회  

9월 4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무실 휴무  

부고  

도네이션  

수도자와 성직자 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익명

으로 $100,000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9월 20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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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4일 

생활 상담소   

9월 11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For the ministries and apostolates of mercy in our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world leaders: religious, political, economic 
or academic: that they guide the world with honesty 

and brotherhoo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re are more efforts made to strengthen our 
desire for peace and tolerance toward others in the 
world that has changed so muc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amina to foll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carry our crosses faithfully when we would prefer 

to rest. Let us pray to the Lord.◎ 

 For those who are lost within themselves and think 
of only ending life: that they see this is not what the 
Lord had intended for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at passed 
before us feasting with Christ as we remember them 
for this coming Chu-seok. Let us pray to the Lord. 

◎ 

 

  

온라인 헌금  

  

 

  

  

반모임  

우리의 정성  

Flushing 2구역 7반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2반   

2022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 10월 1일(토) 9 a.m.—7 p.m. 

장소 :   

주소 : 280 Parker Ave. Maplewood, NJ  

참가비 : $20 (점심식사 포함) 

신청 : 성령기도회  

Flushing 2구역 1반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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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9월 4일 



516-51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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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Septemb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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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4, 2022 

 Did you pay attention to today's gospel? Did we hear correctly? Was there a misprint? Does Jesus actually 
say we must hate our father and mother if we want to be his disciple? No mistake. That's what Jesus said. This is 
one of those sayings we call a "hard teaching." Who can follow it? No one, in my opinion. But that doesn't mean 
we can ignore it. The hard teaching forces us to ask ourselves, what is more important than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f we step back, we can see the truth behind Jesus' hard teaching. After all, God created and gave us our 
parents. And the day will come, if it hasn't already, when God will take them from us. At that time we understand 
we believe in an almighty and all merciful God who, we also believe, will raise us up to enjoy eternal life, not only 
with him but even with our loved ones. So the gospel asks us: is Jesus your BAE (Before All Else)? Each Mass, 
each prayer, each act of charity should be our answer.  

12:30 p.m. Mass 

is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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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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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  
Sep. 4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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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Sep. 11th)  

Golf Tournament  
It was raised $12,332 as a education fund at the 
golf tournament. Thank you for your support.  

Church Office Closed in Honor of Labor Da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4, 2022 (Year C) No. 2596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9:13-18b (12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Saint Paul  
   to Philemon  
   Philemon 9-10, 12-17 

Communion Antiphon 

   Like the deer that yearns for running streams,     
   so my soul is yearning for you, my God;  
   my soul is thirsting for God, the living Go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90:3-4, 5-6 12-13, 14, 17 

◎  In every age, O Lord, you have been our refuge.   

○  You turn man back to dust, saying, “Return, O children of men.” For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as yesterday, now that it is past, or as a watch of the night. ◎ 

○  You make an end of them in their sleep; the next morning they are like the changing grass, which 

at dawn springs up anew, but by evening wilts and fades. ◎ 

○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wisdom of heart. Return, O LORD! How 

long? Have pity on your servants! ◎ 

○  Fill us at daybreak with your kindness, that we may shout for joy and gladness all our days. And 

may the gracious care of the LORD our God be our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for us! Pros-

per the work of our hands! ◎ 

Who can know 

God’s couns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