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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518번   선한 사람 아흔아홉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66번 

496번 

 생명의 양식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입당송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Ethan Lee • Edward Oh • Aiden Nam  

8시 미사 Sara Kim • Joseph Kim • Peter Pecoraro 

9시 30분 미사  Monica Kim • Silvia Jun • Michelle Nguyen  

11시 미사  Andrew Oh • Regina Lee • Alice Choe 

5시 미사  김남효 • 백현수 • 박여원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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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연중 제24주 주일이며 또한 9월 11일 오늘 우

선 9-11에 목숨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원

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그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예수 성심께서 그 

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잘

못된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이웃을 해치는 

일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사랑

과 자비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

립니다. 

 

  오늘 일독서 탈출기에서 모세가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때에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하느님에 대

한 잘못된 이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하느

님이라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큰 죄를 짓는 것

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

리고 그분의 영광과 전지전능하심을 직접 체험 했으

면서도 주님 곁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느님께서 벌하시려 할때에 모세는 하느님의 자비

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

며 다시 사랑의 계약을 맺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 1서의 말씀에서 자신

이 개종 전에 잘못된 종교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

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했던 가장 큰 죄인이 예

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비로이 받아주

시는 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

는 것을 들으시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비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아흔 아홉 의인들 

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세 가지 비유 중 두번째 비유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한 닢에 대한 비유입

니다. 한 여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닢을 

잃어버린것을 깨닫고 집안에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

석을 뒤져 찾아 나섭니다. 고생 끝에 잃어버렸던 은전 

한 닢을 찾고는 기뻐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

고자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이 아홉 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을 찾으

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은전 한 닢에 새겨진 이미지와 문구로 그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든지, 

잃어버렸던지, 변함없이 은전 한 닢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전의 

비유가 죄인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인가 묵상하게 됩

니다. 

 

  은전에 새겨진 모양과 이미지로 그 값어치가 정해진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 안에 새겨 넣으

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우리 모두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

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비

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 26)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

져서 태어났습니다. 

 

  올바로 살던 죄를 짓고 살던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

님의 모습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인간의 존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새겨진 하느님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죄인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

님께서 보시는 그 생명의 값어치는 변함없이 소중한 

것임을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죄로 잃어버린 한 인

간이 회개해서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새겨주신 당신의 그 모습을 되찾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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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 24주일입니다. 어느새 구월 둘째 주

일을 맞으며 “한가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

어들어 갑니다. 따스한 햇살과 가슴 설레게 하는 바람

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우리 일상에도 주님과 함께 가

득하길 기도하면서 밤하늘을 밝히는 대보름 달의 풍

성함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밝혀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바쁜 주일입니다. 성령 기도회에서 오랜

만에 성령 기도회에서 치유 찬양 기도회를 오늘 오후

에 성전에서 개최합니다. 코비드로 마음고생하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많은 신자분들이 답답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

어 성령의 바람을 가슴 깊이 느끼며 몸과 마음의 치유

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헌팅튼 신학교

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피정과 워크숍

(Workwhop)을 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주일학교 수업

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지고 교육 커

리큘럼을 재정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

력이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말로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말이 

좋은 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책임이 무겁고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어

머니회에서 열심히 우리 선생님을 위해 봉사해주시지

만 선생님들은 우리 모두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

다.  

 

  또한 오늘 11시 교중 미사 중에 새로운 복사들이 임

명됩니다. 지난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배운 복사 교

육을 마치고 새롭게 미사에 복사로서 봉사하게 됩니

다.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아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긍심을 배양하여 더욱 건강

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2022년에 새롭게 선출되거나 임명된 봉사

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11시 교중 미사 중에 있습

니다. 공동체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봉사가 남들에게 드러나지만, 

또 어떤 이들의 봉사는 조용히 숨겨진 곳에서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보여지

지 않거나 간에 하느님은 모두 아십니다. 세상적 보답

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복을 쌓기 위한 

봉사이므로 하느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

하고 보상해 주십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공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더 큰 보상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

다. 사람은 잊어도 하느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은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신앙심을 고취시켜줍니다.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하여 이웃이 하느님을 더 잘 알고 하

느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봉사자가 그 이웃을 살린 것입니다.  

 

  봉사를 하자면 참 힘듭니다. 시간적 희생도 해야 하

고 능력 희생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금전적 희생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많이 닮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로서 고맙고 

미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미안한 마음과 고마

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본당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본당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한가위만큼 넉넉하길 기도드

립니다. 그러면 착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당신 품에 꼭 안아 주실 것입

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죄인이 죄의 회개를 하며 용서를 받아 그 안에 새

겨진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게 우리가 평생 노력하며 

주님께 충실 한다면 하늘의 기쁨은 얼마나 더 커질까 

상상하며 묵상해 봅니다. 



4 

야외미사 사생대회 그림 찾아가기  

연중 제24주일  

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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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p.m. 미사) 

 

초등부 23명 참여 찬성 - 22표  반대 — 1표 

중등부 16명 참여  찬성 - 13표 반대 –3표 

고등부 9명 참여 찬성 - 7표 반대 - 2표 

초등부 22명 참여 찬성 — 21표 반대 — 1표 

중등부 18명 참여  찬성 — 17표 반대 — 1표 

고등부 9명 참여  찬성 — 8표  반대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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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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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복사 입단식  

9월 11일(오늘) 11 a.m. 미사 중  

신임 사목위원과 단체장 임명식  

9월 11일(오늘) 11 a.m. 미사 중  

가톨릭 성서 모임(창세기) 

순교자 현양 합동미사  

일시 : 9월 18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알 림 

찬양 치유 피정  

안나회 만두 만들기  

경로의 날 행사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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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18일(일)  

시간 : 9 a.m.—7 p.m.  

설문참여자 : 20세-8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터키, 그리스, 산토리니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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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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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주일학교 선생님 워크샵     

성제회 월례회  

알 림 

안나회 월례회  

9월 13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성물서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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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os 성가대원 모집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9월 20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김판매  

 

효주회 도네이션 명단  

 

사목회  $500 안나회  $200 

로사리오회  $200 어머니 연합회  $100 

이성희 글라라 $500 추영철 미카엘 $300 

김재국 요셉  $200 황리나  $100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9월 18일(일) 10: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송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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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9월 11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For the Catholic Church in her social ministry to the 

poor of this worl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Lord has mercy upon us for playing games 
with others, ourselves and you, our Lord, because we 
don’t want to face certain truth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obsessed with the selfish and false 
love of money and things: that we remember to be 
thankful for all the blessings and gifts the Lord has 

given u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remember that the pursuit wealth material 
or of opinion is only temporary and does not matter 

in the eyes of the Lord,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current Sunday school teachers at workshop 
be filled with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at passed 
before us feasting with Christ as we remember them 

for this Chu-seok. Let us pray to the Lord. ◎ 

 

  

온라인 헌금  

  

 

  

  

반모임  

우리의 정성  

Bayside 구역 4반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2구역 1반   

알 림 알 림 

Long Island 구역 3반  

Forest Hills 구역   

제대꽃 봉헌 접수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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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unday in September                                                                                           

11 

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11, 2022 

 How is it that very religious people were so scandalized by Jesus and his teaching that they not only 
wanted him dead, but crucified? What did Jesus do or say that so angered the religious leaders that they could-
n't put up with him? You might think it's because Jesus claimed to be God, but if someone claims to be God, 
we don't kill them. We put them in a mental hospital. Most of Jesus' teachings are very beautiful and inspiring. 
Now, according to Matthew, Mark, and Luke, Jesus' "crime" was when he cleansed the Temple of Jerusalem 
by throwing out the money changers. In John's gospel, it was Jesus' raising Lazarus from the dead that angered 
the religious leaders. What do these two incidents have in common? They both demonstrated the great mercy 
of God. 
 
 The reason Jesus threw the money-changers out of the Temple was because the Sadducees had turned 
the outer courtyard where the Gentiles (nonJews) could pray into a market place for sacrificial animals. Jesus 
showed that God loves the Gentiles as much as God loved the Jews. It was because Jesus continually revealed 
God's mercy toward people considered less worthy that the religious leaders had to have him killed. All of Je-
sus' teaching revealed how merciful God was toward the underserving: sinners, tax collectors, foreigners etc. 
Of course,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shows how merciful God is, even to the underserving younger son. 
And the ultimate sign of God's mercy towards us, the most undeserving of sinners, is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And the best way to demonstrate our gratitude for being forgiven is to be forgiving and merciful towards 
everyone we meet.  

is page 7.

2022-2023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18th (Sunday) 
Registration Dates : until Sep. 11th (Today) 

Announcements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5th Grade 
Inquiries : Mary Kim (646) 220-4368 

Recruitment of Logos Choir  
Grade : 6th —12th Grade 
Inquiries : Young Kyung Lee (646) 220-4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Registration deadline : Sept. 11th (Today)

Sunday School Teachers’ Workshop 
Date : Sep. 9th (Fri) — Sep. 11th (Today)   
Location : Huntington Seminary  

Special Collection  

Pick up time : 10 a.m.—12 p.m. (Until Sep. 11th)  

23 parents participated in elementary  22 votes agree 1 vote disagree 

16 parents participated in middle School  16 votes agree 3 vote disagrees 

9 parents participated in hight school  7 votes agree 2 vote disagrees 

22 parents participated in elementary  21 votes agree 1 vote disagree 

18 parents participated in middle school 17 votes agree 1 vote disagree 

9 parents participated in hight school 9 motes agree 1 vote disagre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4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11, 2022 (Year C) No. 259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32:7-11, 13-14 (13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to Saint Paul  
   To Timothy 
   1 Timothy 1:12-17 

Communion Antiphon 

   How precious is your mercy, O God! 
   The children of men seek shelter in the shadow 
of your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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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4,12-13,17,19 

◎  I will rise and go to my father.   

○  Have mercy on me, O God, in your goodness; in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wipe out my 

offense. Thoroughly wash me from my guilt and of my sin cleanse me. ◎ 

○  A clean heart create for me, O God, and a steadfast spirit renew within me. Cast me not out from 

your presence, and your Holy Spirit take not from me. ◎ 

○  O Lord, open my lips, and my mouth shall proclaim your praise. My sacrifice, O God, is a contrite 

spirit; a heart contrite and humbled, O God, you will not spur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