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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59번  너희는 가진 것 팔아  

예물준비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영성체성가  
182번 

156번 

 신묘하온 이 영적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입당송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이미첼 박영원 백현수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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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9월 25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제26주일로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 내일 비와 함께 마지막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고 완

연한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

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한 예방 방

법입니다. 

   그래도 사색의 계절이라고 일컫는 가을을 제대로 즐기

시길 바랍니다. 복음 말씀으로 좀 더 생각하고 삶을 되돌

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쁘

다는 이유로, 생업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돌

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색의 시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허무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는 말입니다. 사색도 너무하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

러나 안 하면 더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퇴화되어 자신감을 잃게 되어 아집만 늘고 섭섭함만 늘

어나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은 육체적 건강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경

제적 풍요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는 자만이며 교만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약점

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색은 이

러한 과정입니다. 사색의 시작을 복음 말씀으로 하면 금

상첨화입니다.  

   여름 방학을 지내고 다시 등교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빛이 가을 하늘처럼 참 맑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여 하느님과 함께 기죽지 않

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

리 어른들의 기도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조

언을 통해 배우기보다 당장 보고 듣는 것을 따라 하며 배

웁니다. 그렇기에 어른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에 맞갖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이들은 자연히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어 여름과 달리 주일이 좀 더 복잡합

니다. 그래서 주일 본당 모습이 훨씬 활기차고 생기가 돕

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아서 빙그레 웃으실 것 같

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

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2

시 30분 어린이 미사를 9시 30분 미사와 합침으로써 아침 

파킹이 좀더 혼잡해졌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금 일찍 오시어 최대한 성당 주변 거리에 파

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당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게 되면 차 키는 차 안

에 넣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더불파킹을 하신 분들

은 미사 후 최대한 빨리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성당에 파킹 하거나 나가실 때 주차 봉사자들의 안

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1분의 차이입

니다. 모두가 조금만 참으시면 더욱 뜻 깊은 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당 주차장에 진입 시 천천히 들어

오시고 아이들이 건널 때는 서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성

당에 들어오는 차에 의해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

니다. 안전 운행은 필수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자가 대문 앞에 누어 있는 병들고 가난한 

나자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결과를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반대로 가진 이가 못 가진 이에게 베푼 자비가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죽은 후

의 삶을 말씀하지만 사실 자비는 현재의 삶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듭니다. 자그마한 자비라도 그 대가는 큽니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갑입니다.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복음 생활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맑습니다. 맑은 가을바람을 맞으

며 오늘의 복음을 복기하며 사색해봅니다. 넉넉한 마음으

로 빙그레 웃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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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6주일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길 기도합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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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서적 판매  

 

특별헌금  

10월 23일(일)  World Mission Sunday  

어린이 미사(12:30 p.m. 미사) 

유아세례 부모교육  

10월 1일(토) 7 p.m.  장소 : 교육관  

유아세례  

10월 2일(일) 12:30 p.m.  장소 : 성전  

유아세례 시간이 1:30 p.m. 에서 12:30 p.m.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서류와 출생증명서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첫 금요일 신심행사  

10월 7일(금)  8 p.m.  

미사와 성체 현시, 조배 있습니다. 

퀸즈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신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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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특별헌금  

알 림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가톨릭 성서 모임(창세기)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25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3차 점검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10월 4일(화) - 10월 6일(목)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안나회 회원들

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Pizza Night  

이번에는 치킨도 준비합니다.  

일시 : 9월 25일(오늘)   5 p.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대상 : 본당 모든 청년들,  

         5 p.m. 미사에 참여하시는 교우분들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 장의사  $5,000 

2 추영철 미카엘 $2,000 

3 이진원 요셉  $300 

4 박영서 베드로  $3,000 

바자회 경품권 픽업  

 

Cherubim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 5학년  

등록 : 성당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 김연화 마리아 (646) 220-436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ogos 성가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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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25일 

알 림 

  
 
 

 For the Church and the sign of unity we have in our 
Pope and bishops: that we come together as one 
family, in prayer and in ac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in governmental power and influence, that 
the world and national economies be geared to hu-
man needs instead of greed and profi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community organization in city, neighborhood 
and parish, that no one among us would be in wan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ngregation, that the sharing and solidarity 
we share in Mass be spread into our daily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알 림 

꾸리아 평의회  

Bayside 구역 3반   

Flushing 1구역 1반   

연령회 월례회   

10월 2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안나회 월례회  

10월 11일(화) 10 a.m.   성전  

안나회 전복죽과 만두 판매  

 

코너스톤 월례회  

10월 2일(일) 10:45 a.m. 교육관 세미나실  

사목회 회의   

10월 18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독감 예방 접종   

구역분과 월례회   

10월 4일(화) 8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Flushing 2구역 7반  

요셉회 청소의 날  

9월 27일(화) 10:30 a.m.   요셉회관 앞   

간단한 점심 식사 있습니다.  

간호사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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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9월 25일 

알 림 

생활 상담소   

9월 25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2023 세계 청년 대회 (포루투갈 리스본) 

본당외 소식  

 

  

온라인 헌금  

  

 

  

  

우리의 정성  

알 림 

2022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날짜 : 10월 1일(토) 9 a.m.—7 p.m. 

출발시간 : 7 a.m. 성당 앞  

장소 :   

주소 : 280 Parker Ave. Maplewood, NJ  

참가비 : $20 (점심식사 포함) 

버스비 : $30 

연락처 : 김 데레사 (347) 453-8197 

생활 상담소 가정의학 개설  

mailto:wydkoreannewyork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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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Friday of the Month 

      미사 봉헌                                                                                               2022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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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 Vaccinations 

Collecting Empty Kimchi Bottles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4th Sunday in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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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25, 2022 

 I don't know about you, but today's readings make me feel a little uneasy. And they should! The first 
reading from Jeremiah is unsettling enough, when the prophet warns that the wealthy of Jerusalem will be the 
first carried off into exile in Babylon. The gospel is worse. It's not just being rich or having money that is the 
problem. Being rich is not a sin! Having money is no disgrace! Rather, the scripture warns us not to let our 
money blind us to the poverty around us or let our wealth stop our ears to the cry of the poor at our gate. 
 
 The gospel story is disturbing on many levels. The poor man, Lazarus, has a name. In Hebrew it's 
Eliezer, "the one God helps." The rich man has no name! That is to say, either the rich man has no identity or 
else the gospel wants each of us to consider ourselves to be the rich man. Lazarus dies and is carried by angels 
to rest in the bosom of Abraham. The rich man died and was buried. Period. Ah, but in the next world the 
nameless rich man is in torment while Lazarus enjoys eternal rest. But here's the kicker: what sin did the rich 
man commit to merit eternal damnation? We are told only this: he IGNORED Lazarus at his gate. That should 
wake us up to ask "Who are we ignoring, perhaps on a daily basis, perhaps right near our own home? In this 
gospel, the sin isn't murder, adultery or jealousy. May God deliver us all from the terrible sin of indifference 
before it's too late!Sent from my most excellent iPhone SE  

is page 5.

Announcements  

World Youth Day In Lisbon, Portugal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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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 
Oct. 23rd (Sun)  World Missio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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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zza Night  
This time we are going to prepare chicken as will.  
Date & Time : Sep. 25th (Today)  after 5 p.m. Mass 
Location : Church basement    
For all young people in the parish, alumni attending the 
5 

Cornerstone English Ministry Meet-U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6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5, 2022 (Year C) No. 2599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Amos  
   Amos 6:1a, 4-7 (13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imothy  
   1 Timothy 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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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8-9, 9-10 

◎  Praise the Lord, My soul!   
○  Blessed is he who keeps faith forever, secures justice for the oppressed, gives food to the hun-

gry. ◎ 

○  The LORD gives sight to the blind; the LORD raises up those who were bowed down. The LORD 

loves the just; the LORD protects strangers. ◎ 

○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he sustains, but the way of the wicked he thwarts. The LORD shall 

reign forever; your GOD, O Zion, through all generations. Alleluia. ◎ 

Pursue righteousness, devotion, faith, 
love, patience, and gentl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