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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예물준비성가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성가  
170번 

183번 

 자애로운 예수  

 구원을 위한 희생  

파견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김남효 이미첼 박여원  박 지 은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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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28주일 

  오늘 일독서는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엘리

사 예언자 때에 곳곳에 나병이 돌고 있을 때 시리

아 군대 장수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

을 때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주인에게 

예언자를 만나면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

기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 청을 합니다. 엘리

사는 나아만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

으라하고, 나아만은 잠깐 의심을 하다 주위의 간청

으로 요르단강에 들어가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옵니

다. 그러자 그의 몸은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

아 깨끗해졌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느님의 

예언자의 말을 믿고 물에 씻는 예식을 실천함으로

써 그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강생하셔서 제정하실 세례성사의 

은총과 신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을 찾아와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사 간청을 드

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너

희 몸을 보여라.” 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은 예

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제에게 가는 길에 나병의 치

유를 받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 받은 것을 깨달

은 한명은 그 즉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

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한 명 외에 아무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 이방인을 축복해 주시며 돌려보내

십니다. 

 

  여기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열 명 중

에 한명밖에 안 된다는 슬픈 현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려 돌아

온 사람은 이 외국인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당

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

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렸던 그 이방인은 나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

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당신의 은총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시고, 둘째로 우

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과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ucharist는 그리스 말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

리가 매 주일 드리는 미사 즉 성체성사는 감사의 

성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 자

비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의 168시간 중 한 시간은 예수님을 찾아와 

미사를 봉헌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

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 일주일에 

한 시간 주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의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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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시월의 둘

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 주일은 비바람으로 거칠었는

데, 이번 주일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점점 그림자가 

길어지고 햇살이 따사로워 포근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도 좀 있으면 낙엽이 지고 길어진 그림자는 힘없

이 흐느적거리는 바람풍선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이 가을을 즐

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웃고 즐기며 감사하는 가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본당도 시월이 되니 더욱 바빠집니다. 다가오

는 바자회도 그렇고, 22일 토요일 워싱턴 무염시태 

대성당으로의 순례도 그렇습니다. 물론 23일 주일에

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바자회 준비로 각 단체가 분주합니다. 일상의 분주

함과 봉사로 분주한 나날이지만 가을의 햇살을 맞으

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간절

한 간청의 기도 뿐만아니라 투덜거림의 기도, 기쁨을 

하느님과 나누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가족이 다 모였

을 때, 하루를 갈무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

겠습니다. 기쁜 날에 기쁨을 감사드리고, 힘든 날에는 

그 고단한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

리는 일상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빙그레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감하

고 내일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예수님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 치유를 간청합니다. 그들

의 기도는 간절했고 절실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

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단 한 사람, 유대인들

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되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다른 9명 중에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 땅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

가다 다시 삶을 얻었는데 아무도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

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화장실은 꼭 필요한 곳

이고 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그렇기에 다음을 위해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는 언제나 힘들 때만 찾

는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이

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관계를 가장 돈

독하고 믿음이 가게 가꾸는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

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

이 꺾이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

람인가를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비굴함이 아니

라 여유로움이며 관대함입니다.  

 

  우리는 지적은 잘하면서 감사의 말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

로 표현하듯이,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

음을 자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린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깊

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집니

다. 늘어나는 감사의 마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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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8주일 

둘째 주일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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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일)  World Mission Sunday  

퀸즈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신앙강좌   

경로의 날 행사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유아세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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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바자회 

알 림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신용조합 $10,000 

2 중앙 장의사  $5,000 

3 박노태 부부 한의원  $1,000 

4 뉴 형제정비 $1,000 

5 심원각 (플러싱) $500 

6 대박식당 $300 

7 소풍잔치 $200 

8 하늘밥상 $100 

9 연령회  $5,000 

10 후러싱 1구역 1반  $500 

11 프란치스코 재속회 $500 

12 CLC 본당 회원 일동 $300 

13 박영서 베드로  $3,000 

14 추영철 미카엘 $2,000 

15 노태균 테디우스 $1,000 

16 김재국 요셉  $1,000 

17 한해남 요셉 $1,000 

18 김용철 요한바오로 $1,000 

19 익명 $1,000 

20 이성희 글라라 $500 

21 정혜숙 엘리사벳 $500 

22 안경석 베드로 $500 

23 이진원 요셉  $300 

24 이수이 데레사  $300 

25 최희주 베로니카 $200 

물품 도네이션  

1 예인 한의원  공진단 10 박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로사리오회 김치 담그기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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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혼인교리 교구 후원  

 

  

온라인 헌금  

  

 

  

  

우리의 정성  

로사리오회 김치병 수거  

알 림 

안나회 토종밤 판매  

맛 좋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는 미국 토종밤

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휴교   

한국학교 수업  

Bayside 구역 5반   

Youth Choir 학생 성가대 모집  

대상 : 1학년 ~ 12학년  

등록 : 사무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휴무  

10월 10일(월)  Columbus Day  

7 a.m. 미사는 있습니다.  

Flushing 2구역 2반   

Long Island 구역 3반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

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

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2개월동안 약정하신 금

액을 완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기금은 사무실과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

서  받습니다.  

안나회 만두 판매   

새로 빚은 속이 꽉찬 맛있는 만두를 판매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미사 봉헌은 8쪽(Page 8)에서 이어집니다.  

7 

생활 상담소  

10월 9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김민지  

 

  

  

        공동체 소식                                                                                            2022년 10월 9일 

알 림 알 림 

꼬미시움 평의회  

10월 9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월례회  

10월 11일(화) 10 a.m.   성전  

로사리오회 월례회  

사목회 회의   

10월 18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요셉회 월례회  

 

생활상담 

성제회 월례회   

10월 9일(오늘) 9:30 a.m.   제1교육관 지하  

세무회계와 가정의학 상담취소   

10월 9일(오늘) 세무회계와 가정의학은 전문위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미사 봉헌                                                                                                



2nd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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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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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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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Choir  
Grade : 1st—12th Grade 
Inquiries : Sophia Shon (917) 685-360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Kimchi Jars for Church Bazaar 

Korean School  

Diocesan Pilgrimage 2022 

Church Office Closed  
Oct. 10th (Mon)  Columbus Day  
There is 7 a.m. Mass on Columbus Day   

“Congratulation!” 
One infant received baptism on the last Sunday, 
Oct. 2nd. Please pray for Noel on his baptism and 
that he receives th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Baptist Noel Hong (Noel)  God parents  Andrew Oh (Michael) 

All Saint’s Day Mass  
Date & Time : Nov. 1st (Tue)   7 a.m. & 8 p.m. 
There is collection for mass.  

All Soul’s Day Mass  
Date & Time : Nov. 2nd (Wed)  7 a.m.  

      미사 봉헌                                                                                               2022년 10월 9일 

2022 Annual Catholic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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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9, 2022 

 Why were supposedly religious leaders so angry at Jesus that they wanted him dead? Our faith teaches 
that Jesus died for the the sins of the world and to show us that nothing can make God stop loving us—- even 
executing his son. But that is the meaning of Jesus’ death, not its motivation. What did Jesus do or say that re-
ally angered religious leaders? Like the prophets before him, Jesus called out hypocrisy, greed, and idolatry. 
And according the Matthew, Mark, and Luke, when Jesus chased the money changers out of the Temple, that 
sealed his fate as far as the religious leaders were concerned. But there’s something deeper at play here. The 
Jews were rightly proud of being the Chosen People of God, whom God brought out of slavery in Egypt and 
made a light to all nations. That is, the Jews were entrusted to share the revelation of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who gave the Law to Moses, and the God who dwelt in their midst in the Temple. 
But Jesus didn’t just want to show Gentiles how holy the Jews are. He wanted also to show the Gentiles that 
they too were precious children of God. Jesus showed through his words and actions that God also loves non 
Jews. He singles out Samaritans and even Romans to show God blessing them. 
 
 Well, that was the last straw! If God also loves nonJews who don’t obey all the commandments, what’s 
the use being Jewish? We Catholics often ask a similar question. Protestants don’t have to follow all the rules 
that we do. They don’t have to confess their sins to a priest, attend Mass every Sunday, abstain from meat on 
Fridays of Lent. You mean God loves them too? Of course God does! We don’t do all those practices to earn 
God’s love. We’ve already experienced God’s love and we do prayers and practices to show our gratitude. 
God loves everyone, especially sinners! They are most in need of healing grace. Unfortunately,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Church has been tarnished by the wrong kind of scandal. Let us embrace the scandal of the 
cross that is the scandal of God’s unconditional love for everyone, regardless of gender, race, religion, nation-
ality, politics, orientation, or social status. Let us scandalize the world with the mercy of God.  

  
 

 

 For the Church: for efforts to preserve the holy places in Jerusalem and beyond, for those who dedi-

cate their lives to this goal,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military leaders and heads of state and for those who advise them in their duties, we pray to the 

Lord. ◎ 

 For refugees and foreigners dwelling in our land, for those whose homelands are torn by civil war or 
religious persecution and natural disasters, especially now that there are so many migrants everywher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work outdoors with nature and non-conventional jobs, may they stay safe and have 

favorable weather,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in this community who have businesses and those who work extra jobs to make ends meet: 

may they reap the benefits of their labor. We pray to the Lord. ◎ 

English ANNOUNCEMENT is PAGE 8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9, 2022 (Year C) No. 2601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Kings    
   2 Kings 5:14-17 (11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2 Timothy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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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2-3, 3-4 

◎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ak into song; sing praise. ◎ 

Stand up and go;  
your faith has saved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