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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앙을 성경 속의 글자들이 우리 일상에 살아나
게 합니다. 상상은 간접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몸인 성체
를 받아 모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레게 되어 성체 성사의 신비
가 살아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입으로는 “아
멘”이라고 말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많
습니다.

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로 시월을 시작하는 주일입니
다. 점점 가을이 깊어가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실감
합니다. 길가의 코스모스도 만개하고 하늘의 흰 구름
은 여러 모양으로 장식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상상은 또 우리의 기도가 푸념이나 빈말이 아니라
이루질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이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
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면 기도를 더욱 진지하
고 절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버릇처럼 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됩니
다. 그 깊이를 모르는 파란 하늘과 어디선가 바람에
밀려온 흰 구름이 조화를 이루면 어릴 적부터 많은
상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 운동선수들도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필드에서 연습을 하지 못할 때 상상력을 이용하
여 능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어릴 적 하늘을 바라보다 파란 하늘의 하얀 뭉게구
름이 떠 있으면 마치 그 위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 같
고, 작은 조각구름이 떠있으면 손오공이 타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구름에 가려진
하늘에 떠 있는 성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
인 일본 만화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를 보면서 사람
들의 상상은 대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력은 단지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어른
들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아
주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이런
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17:
5)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
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17: 6)

우주선이 달과 화성을 넘어서 태양계 끝을 넘어 날
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어야 한
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시대를 살면서도 가을 하늘을
보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깊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아이러니하게
도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돌무화과나무가 뽑
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 믿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무
화과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는데 필요한 믿음의 크
기가 “겨자씨” 한 알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겨
자씨는 깨알보다도 훨씬 작아서 손으로 집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상상은 어린아이의 전유물로 취급하
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상상을 하면 마치 철들지 않은
어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상은 사람을 가
장 순순하게 만들면서 가장 창조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상상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마치 허황된 상상
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
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상상하였던 하늘을 나는 비행체는 이미 우리
의 삶에 깊이 자리 잡혀서 비행기 없는 세상은 상상
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담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 자체가 모순이 있
습니다. 돌무화과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다에 심을 수도 없지만 심어도
곧 죽게 되기에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억지 비유를 들으셨냐 하는 것입니
다.

상상은 우리 신앙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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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습
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강조합니다. 믿음은 모
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옷
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온
다.”(16: 33)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자신이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결정한 사례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사
람 유다의 죽음으로 이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입니
다.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여러 제자들이 제비를 뽑
았고 이에 당선된 사도가 마티아 사도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다”와 “없
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는 사실에 중심을 둘 것
이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중점을 둘 것
입니다.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또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있다는 사람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없다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
하게 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이루게 하는 최종 결정권
자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뜻을 이루
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중
심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데,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
법 또한 상상력이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자신이 믿
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상상력을
더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강해진 믿음은
그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죽음에 직면하여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
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
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
라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었던 목
숨을 건 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굳은 믿음으로 기
도를 하였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
하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
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
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의 중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종
이 음식을 차려주며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 시중
을 들게 하고, 이를 마친 다음에야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하고 예수
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조 17: 7-10)

가을 하늘이 끝도 모르게 깊어 갑니다. 바람에 실려
온 흰 구름만이 그 깊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흰 구름
의 포근함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품이 포근할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쳤을 때 우리를 안아
주는 예수님의 품이 그리 포근하리라 상상해봅니다.
삶의 벽에 가로막혀 절망스러운 때에 갈라진 벽 사이
로 비치는 빛이 예수님의 손짓이길 상상해봅니다. 그
러면 하느님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찌그러진 어깨
를 툭툭 치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우릴 꼭 안아 주실
것 같습니다.

옛말에 ‘진인사후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수학 공식처럼 노력의 대가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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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첫째 주일 (10월)
연중 제27주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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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10월 23일(일) World Mission Sunday

유아세례
10월 2일(오늘) 12:30 p.m. 장소 : 성전
유아세례 시간이 1:30 p.m. 에서 12:30 p.m.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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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금요일 신심행사
10월 7일(금) 8 p.m.
미사와 성체 현시, 조배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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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신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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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10월 4일(화) - 10월 6일(목)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안나회 회원들
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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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경로의 날 행사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 장의사

$5,000

2

박노태 부부 한의원

$1,000

3

심원각 (플러싱)

$500

4

소풍잔치

$200

5

하늘밥상

$100

6

연령회

$5,000

7

박영서 베드로

$3,000

8

추영철 미카엘

$2,000

9

노태균 테디우스

$1,000

10

김재국 요셉

$1,000

11

이성희 글라라

$500

12

이진원 요셉

$300

13

최희주 베로니카

$200

연령회 새임원 명단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회장

양만석 스테파노

부회장

천병수 바오로

부회장

류성자 안나

부회장

박정원 베드로

총무

남미영 레지나

회계

정인숙 빈첸시아

로사리오회 동치미 김치 판매

의료선교 도네이션

안나회 토종밤 판매
맛 좋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는 미국 토종밤

.

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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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2022년 10월 2일

알 림

알 림

안나회 효도관광 기부자 및 기부내역

효주회 첫 월례회

하상회

$4,000

추영철 미카엘 $500

연령회 월례회
10월 2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박철민 요셉(HJKS) $1,000
이성희 글라라

$240

코너스톤 월례회
주일학교 휴교
구역분과 월례회
10월 4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10월 9일(일) 9:30 a.m.
Cherubim 성가대원 모집

안나회 월례회
10월 11일(화) 10 a.m.

대상 : 1학년 ~ 5학년
문의 : 김연화 마리아 (646) 220-4368

제1교육관 지하
성전

요셉회 월례회

Logos 성가대원 모집

두 성가대 등록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재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 수업

생활 상담소 사전접수

사목회 회의
10월 18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10월 25일(화) 8 p.m.

성당 친교실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김민지

일시 : 첫째주와 셋째주 주일 8 a.m.-12:30 p.m.
접수장소 :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6

미사 봉헌

2022년 10월 2일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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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October 2, 2022

1st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Special Collection

Friday Night Meeting (FNM)

Infant Baptism

FNM resumes this Friday for Sunday School Student.
Grade : 9th—12th student
Date : Oct. 7th (Fri)
Time : 7:30 p.m.
Where : Church basement

First Friday of the Month

Sunday School Cancelled

Flu Vacc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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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rstone English Ministry Meet-Up

Korean School

Oct. 23rd (Sun) World Mission Sunday

Dated : Oct. 16th (Sun)
Due to the Church Bazaar, Sunday School is cancelled.

The day before the Church Bazaar, Oct. 15th (Sat), Korean School is regular school hours. Please bring and
pick up the student on time.

Diocesan Pilgrimage 2022

2022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16th (Sun)
Time : 9 a.m.—4 p.m.
Place : Church parking lot
Mass Time : Vigil Mass, 8 a.m., 9:30 a.m. & 11 a.m.
(There is no 5 p.m. mass on Sunday, Oct. 16th.)
* Church parking lot will be closed the day before
Bazaar and during the church Bazaar hours.
Kimchi Jars for Church Bazaar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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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Youth Day In Lisbon, Portugal

Weekly Homily

October 2, 2022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Fire plays an important part in our expressions of faith, from the candle we receive at our baptism, lit from the huge paschal candle that also graces our sanctuary during the entire Easter season.
The paschal candle itself, representing the Risen Christ, is incensed during each Mass and stands in
the center aisle at the foot of the casket during funeral Masses. A red vigil candle always stands near
the tabernacle to signify the sacramental presence of Christ in the Blessed Sacrament. Lit candles are
on the altar during each Mass, not only to make our Eucharist meal more festive, but to remind us that
many years ago, Christianity was persecuted by secular governments, forcing Catholics to meet underground, literally, in the catacombs beneath the city of Rome. Torches were used to light the dark
tombs and chambers while Mass was said. When the Emperor Constantine legalized Catholicism, the
Church emerged from the dark but kept the burning torches as a reminder of our persecuted past.
Today, we burn candles to remind us we might again be persecuted for our faith. Indeed, today,
even as we speak and as we gather here peacefully every Sunday to celebrate the Eucharist, the
Church is still being persecuted. The government of Nicaragua has been arresting priests and bishops,
and expelling Missionary Sisters of Charity for working to help the poor and be the voice of the voiceless. China, too, has in recent months cracked down on Christian churches, forbidding them from displaying a cross at the top of their steeples, disbanding women’s religious congregations and forbidding anyone younger than 18 from attending Mass. So when we come to Mass and see the lit candles,
let us remember our past when the Church faced persecution. Remember the present, where Catholics
face persecution around the world today. And pray that in the future, should a time of persecution return, we will have the strength and courage of our ancestors, to fan into flames the fire of our faith that
the gospel might once again set the world ablaze.

Twenty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or all who carry the evangelizing message of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innocent people in every land who bear the burdens of war, we pray to the Lord. ◎



For communities who need safe drinking water and for people who hunger,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eople of faith who bear joyful witness in our community, especially young people committed
to the Gospel, we pray to the Lord. ◎
11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7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 2022 (Year C) No. 2600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Financial Council

Mr. Peter Park
Mr. Paul Ho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Habakkuk
Habakkuk 1:2-3; 2:2-4 (14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imothy
2 Timothy 1:6-8, 13-14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Increase our faith”

Psalm 95:1-2, 2-7, 8-9

◎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 Come, let us sing joyfully to the LORD; let us acclaim the Rock of our salvation. Let u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joyfully sing psalms to him. ◎
○ Come, let us bow down in Worship;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who made us.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he shepherds, the flock he guides. ◎
○ Oh, that today you would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as at Meribah, as in the day of
Massah in the desert, where your fathers tempted me; they tested me though they had seen my
work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