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8일(다해) 2598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68번 

151번 

 오묘하온 성체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입당송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 김남효 • 박여원 • 백현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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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이번 주에 우리는 본당의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

오로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원래 9월 20일

이 주보성인의 축일이지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기

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옮겨서 주보성인 축일을 지내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있듯이, 9월 20일은 

성 정하상 바오로만이 아니라,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를 비롯한 103위 순교 성인들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

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이날을 한국 순교자 

축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한국 순교자 축일이 9월 20일로 정해진 것은, 기록에 

이날 가장 많은 순교성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

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 고향인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순교성인들의 경우에 그들이 순교한 날을 하

느님 나라에서의 생일이라고 부르며, 천상 탄일(Dies 

natalis)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9월 20일은 가장 많은 한국 순교성인들이 하느님 나

라에서 다시 태어난 날로, 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하

는 우리들이 도움을 청하고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9월 20일

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

료 순교자 대축일』로 지내고, 9월 한 달을 『순교자 성

월』로 지내며,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에 성모승천 미사를 봉헌하면서 

올해 한국 순교자 대축일에 본당 신자들과 함께 나누

고 싶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

리 민족에게 8월 15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1945년 8

월 15일 한민족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의 지

배에서 해방되어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월 15일은 성모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느님 나라로 올림을 받은 성모승

천대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성모신심이 

강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이 성모신심을 더욱 강화하

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성모님

의 특별한 전구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고 믿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모승천대축일에 우리 

본당 공동체는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면서 고향과 고

국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

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미사 중에 성가를 크

게 부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가만큼은 온 마

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에 

대한 애정이 코로나로 인한 위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대한 애정으로 코로나의 위협을 이겨내고 애

국가를 부르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

해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버리

지 않고, 용감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 선조들

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렴풋하게 알게 된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될 하느님과 하느님 나

라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리움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욕과 고통

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용기

를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고향과 조국을 떠나 멀리서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고

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사는 우리 공동체이

기에, 우리 신앙선조들이 천국본향을 그리워하며, 목

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을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

들이 천국본향을 속으로 그리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하느님 

나라의 법인 복음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고자 노력했

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회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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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복을 미리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나설 수 있었습

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애국가를 목 놓아 부

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의 본향인 하

느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

리 신앙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믿고 따르면

서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날을 기쁘게 준비하

도록 합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인 축

일이기도 한 ‘103위 순교 성인 축일’을 원래 9월 20일

에서 오늘로 옮겨서 지냅니다.  
 

  각 가톨릭 성당은 주보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 

바오로 정하상 순교자가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본당

입니다. 보통 본당은 그 주보 성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한국은 어쩐 일인지 각 본당이 그 지역 이름

에 의해 불립니다. 공식 서류에도 주보 성인보다는 지

역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래서 어느 본당은 신자들도 주보 성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본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본당도 

성 바오로 정하상보다는 퀸즈 성당으로 더 많이 불리

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보 성인이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103위 순교 성인 중의 한 분으로 한국 교

회 발전의 기초가 된 평신도의 대표 격인 성인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주보 성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태동

은 선교사에 의하지 않고 평신도 중심으로 자생한 특

별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103위 순

교 축일의 공식 이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정하상 바오

로 성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우리 본당의 평신도 참여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조직적

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우리 본당의 모든 행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이 시작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 학교

가 개학했고, 오늘은 주일 학교가 개학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배우며 

신앙심을 기르고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고양하게 됩니다. 이에 이를 주도하는 선생님

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아가 모

든 신자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어제 토요일에는 본당 청년 레지오 단원들이 모

여 피정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본당 꼬미시움 전체 

단원들이 다 함께 모여 피정을 하였지만, 올해는 청년

들을 위한 피정을 따로 해보았습니다. 이는 청년 레지

오를 활성화하려는 목적과 함께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

어하는 젊은이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사실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

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코비

드 팬데믹이 수그러지면서 우리 본당 생활이 예전처럼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봉사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보

람을 느끼는 이유는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

해해 주며 함께 더불어 봉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성인들이 흘린 선혈 위

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의 

수많은 순교 조상들의 선혈 위에 스스로가 피운 사랑

과 희생의 꽃입니다. 이 꽃이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떨어져 또 꽃을 피우며 오늘날 우리가 뉴욕에서 그 꽃

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한 우

리의 노력이 하느님께 헛수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

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삶의 무게에 찌든 몸

과 맘을 주일 미사를 통해 훌훌 털어버리고 성령으로 

채워 새로운 한 주를 뿌듯하게 시작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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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현양 합동미사  

일시 : 9월 18일(오늘)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하상회 (안나회 효도관광) 도네이션  

대건회 $4,000, 생활상담소 $1,000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

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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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어린이 미사(12:30 p.m. 미사) 

유아세례 부모교육  

10월 1일(토) 7 p.m.  장소 : 교육관  

유아세례  

10월 2일(일) 1:30 p.m.  장소 : 성전  

등록서류와 출생증명서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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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특별헌금  

주일학교 수업 안내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가톨릭 성서 모임(창세기) 

알 림 

볼리바아 의료 선교팀 후원  

성물서적 판매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로사리오회 성극관람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3차 점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영명 축일  

이웃사랑 나눔 도네이션  

 

안나회 만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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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생활 상담소   

9월 25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생활 상담소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알 림 

Whitestone 구역 1반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9월 20일(화)  8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1반   

Long Island 구역 3반  

Forest Hills 구역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9월 18일(오늘) 10:30 a.m.   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4반   

Bayside 구역 3반   

Flushing 1구역 1반   효주회 새임원  

회장  이시연 미카엘라 부회장  황진희 로사  

회계 최다영 아가다 서기  김은순 세실리아 

문화부장 한선경 글로리아  

꼬미시움 평의회  

9월 18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9월 18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생활 상담소 사전접수  

일시 : 첫째주와 셋째주 주일 8 am-12:30 pm 

접수장소 : 사목회 데스크 옆 

이메일 : stpaulqcsc@gmail.com 

사전접수시 내담자 전화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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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 청년 대회 (포루투갈 리스본) 

본당외 소식  

  
 

 

 Remembering that Christ Jesus gave himself for all, 
may we never try to diminish His gif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in authority, that they do not abuse their 
power nor forget that they primarily work for the 

service of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ians who are working in mass media will 
speak up for truth and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not overlook the people who need food 
and work in our comm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ngregation: that by remembering the lives 
of the Korean saints, we will express and celebrate 
community unity and kinship with all,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new Sunda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as 
they begin the new academic year, we pray that they 
ever grow closer in the love and knowledge of the 

Church and our Lord, we pray to the Lord. ◎ 

 

  

온라인 헌금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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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9월 18일(오늘)  

시간 : 9 a.m.—7 p.m.  

설문참여자 : 20세-8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알 림 알 림 

제대꽃 봉헌 접수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mailto:wydkoreannewyork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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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aint Andrew Kim Tae-Gon, Prist, and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Martyrs

Weekly Homily                                                                                                                                                      September 18, 2022 

 Everyday during my Peace Corps training in Seoul, South Korea, back in 1971, I would use the walk-
way over the street to get to our office downtown. And each time I’d pass a child of about sitting on the con-
crete with his face down but hands extended for whatever coins a passer-by might toss his way. With the gos-
pel story of the Last Judgment from Matthew 25:31-46 on my mind, I always gave spare change to the beggar 
kid. Seasoned volunteers pointed out to me these kids are assigned their spot by an older beggar to whom the 
child must turn over his daily take to be distributed amongst the others in their group--with the "boss" taking 
more. 
 
 Not to be deterred, I bought corndog on a stick from a vendor and placed it, stick first, into the open 
palm of the begging child. Without looking up, the child drew the corndog to himself and feasted. My col-
leagues couldn’t quite understand my insistence on helping a beggar, so I told them I was just bribing witness-
es for the Last Judgment.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the Korean Martyrs, let us remember they died for their 
faith in Christ who commanded his followers to love their enemies, feed the hungry, protect the foreigner and 
help the poor. Coming together to celebrate Mass is step one. Going out into a potentially hostile world to put 
the gospel into practice is step two. Are we ready not just to believe in Jesus but to follow his example?  

is page 7.

Announcements  

World Youth Day In Lisbon, Portugal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First meeting : Sept. 25th (Sun) at 2:30 p.m.   
Ask questions : Jennifer Oh (646) 660-4989

Special Collection  

All students and parents (K-12) should take 9:30am 
mass. Class will begin at 10:40am. Parents please be 
responsible for the children till class time starts. 
Class will be from 10:40am - 11:30am for all stu-
dents (K-12). 
Guardians/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pick the students up at the garden at 
11:30am. JHS/HS students will be dismissed from 
the classroom unless otherwise noted.    

Father Andrew Kim Feast Day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2022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16th (Sun)  
Time : 9 a.m.—4 p.m.  
Place : Church parking lot  
Church parking lot will be closed the day before 
Bazaar and during the church Bazaar hour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3:1-9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31b-39 

Communion Antiph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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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bc-2ab,2cd-3,4-5,6 

◎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 we were like men dreaming.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 ◎ 

○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glad indeed. ◎ 

○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 carrying the seed to be sown,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 

Carrying their sheaves. ◎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