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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번  찬양하라  

예물준비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영성체성가  
165번 

498번 

 주의 잔치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10월 16일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9주일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

might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어느 날 주인

공에게 전지전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능력을 

주인공에게 잠시 전해주고 휴가를 떠난 사이에, 주인

공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모두 들어주면서 일어난 

일들을 코믹하게 전해줍니다. 영화의 내용처럼 ‘만약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

해야 한다.”(루카 18,1)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

다. 종종 신자들에게서 상반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

다. 어떤 분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 끝에 

하느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하면서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전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

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라고 표현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이뤄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오늘 복

음의 시작 말씀이 기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

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욕과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순간에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아말렉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면서 손이 무거워진 모세는 혼

자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는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어, 모세가 계속해서 하느

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멜렉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

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거워진 손

을 공동체가 받쳐주는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기

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교

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기 힘

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

는 펜데믹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

에서도 함께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힘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얻지 못할 때가 있

습니다. 바로 내 기도가 이뤄지지 않는 순간이 지속

될 때입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에 관한 것이며,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기도하는 의

미를 잊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기도 합

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

다면, 오늘 복음의 어떤 과부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과부는 불

의한 재판관에게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루카 11,3)하고 줄곧 졸라대

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

을 판단하고, 그대로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청하고 있

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몫을 재판관에게 맡기고, “올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종종 오늘 복음의 

과부와 다르게 기도하곤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알 

수 있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느님께 이뤄달라고 요

청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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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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시간 

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계신 

야훼 하느님이십니다. 판단을 하고, 때를 정하고, 방법

을 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모두를 하느님께

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현

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들

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과 가까워  졌는지에 대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나, 

무능력하고 의지가 없는 절대자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느님께

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

주실 만큼 사랑이 가득하고, 또 적극적인 분이라고 우

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정의와 

올바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와 올바름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기도인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가 먼저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변하게 해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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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10월)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10월 23일(일)  World Mission Sunday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10월 16일(오늘)  9 a.m. - 4 p.m.  (성당 주차장) 

미사 시간:  8 a.m., 9:30 a.m., 11 a.m. 

협조 사항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끝까지  

뒷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 행사 품목 및 협조 단체 

단체명 품목 

안나회 해물파전, 김치전, 팥죽, 청국장가루, 각종건

어물, 김, 각종 견과류, 돼지족발, 만두 

로사리오회 

어머니연합회 비빔밥 

하상회 감, 사과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떡꼬치, 고구마/야채 튀김 

청년성가대 메아리 미역국밥  

청년회  오뎅, 오뎅우동, 떡볶이, 핫도그, 사라다빵,   

소주, 백세주 

믹스커피, 유자차, 생강차, Sparkling Ade 

성제회 와인판매, 녹두전 

성령기도회 

요셉회 군고구마 

베드로회 장터국밥, 국화꽃 

생활상담소 

간호사회 의료봉사, 장난감, 중고만물상  

구역분과 떡판매(떡메 체험), 오징어 맥반석  

사제단 & 사목회 본부석 

프란시스코회 야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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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본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신용조합 $10,000 22 김재국 요셉  $1,000 

2 Food Bazaar $10,000 23 한해남 요셉 $1,000 

3 중앙 장의사  $5,000 24 김용철 요한바오로 $1,000 

4 박노태 부부 한의원  $1,000 25 윤철 라우렌스 $1,000 

5 뉴 형제정비 $1,000 26 임혜경 루시아 $1,000 

6 제일장의사  $1,000 27 박기호 베드로 $1,000 

7 고경현 통증 병원  $1,000 28 최윤승 데오필로 $1,000 

8 삼원각 (플러싱) $500 29 박인숙 레지나  $1,000 

9 유니온 약국  $500 30 익명  $1,000 

10 산수갑산2 $500 31 익명 $1,000 

11 대박식당 $300 32 이성희 글라라 $500 

12 한솔잔치 $300 33 정혜숙 엘리사벳 $500 

13 소풍잔치 $200 34 안경석 베드로 $500 

14 하늘밥상 $100 35 홍성우 베드로 $500 

15 연령회  $5,000 36 신성호 세바스찬  $500 

16 후러싱 1구역 1반  $500 37 익명 $400 

17 프란치스코 재속회 $500 38 이진원 요셉  $300 

18 CLC 본당 회원 일동 $300 39 이수이 데레사  $300 

19 박영서 베드로  $3,000 40 최희주 베로니카 $200 

20 추영철 미카엘 $2,000 41 익명 $100 

21 노태균 테디우스 $1,000    

물품 도네이션  

1 예인 한의원  공진단 10 박스  2 이시연 미카엘라  이어버드 1개  

경로의 날 도네이션  

혼인교리 강좌 안내 (줌강좌 날짜변경) 안나회 바자회 도네이션  

안나회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윤애 아녜스  김영숙 오틸리아 $700 

이금림 루시아 $500 김순옥 리오바  $500 

김순회 세실리아 $500 유숙경 수산나  $500 

성근옥 베로니카 $200 이금자 엘리사벳 $400 

박명자 세실리아 $200 김미자 레지나 $200 

김필자 엘리사벳 $200 오영실 세실리아 $200 

김옥경 수산나  $100 곽광옥 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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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생활 상담소  

10월 23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이진원  

 

  

  

알 림 

주일학교 휴교   

주일학교 할로윈 행사  
초 등 부  할로 윈 의상 경연 대회 

일시 : 10월 30일(일)  9:30 a.m. 미사 후 (채플)  

중 등 부  쿠 키와 호 박 장식하기  

일시 : 10월 30일(일)  9:30 a.m. 미사 후  

장소 : 주일학교 교실 

고 등 부  쿠 키와 호 박 장식하기 (FNM 모 임시간) 

일시 : 10월 28일(금)  7 p.m.  (교육관 채플)  

Flushing 1구역 1반   

Long Island 구역 3반   

Youth Choir 학생 성가대 모집  

대상 : 1학년 ~ 12학년  (등록 : 사무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주일학교 5학년—8학년 일일 피정   

대상 : 5학년 - 8학년  

일시 : 11월 12일(토)  9 a.m.—3 p.m.  

신청비 : $10 (아침과 점심값) 

신청기간 : 10월 30일(일) & 11월 6일(일)  

준비물 : 묵주 (신청은 각반 선생님께 합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임원 명단  

회장  Andrew Oh  부회장  Mark Nam  

서기 Ashly Lee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Whtiestone 구역 7반   

2022년 청년피정(NEYAC)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일시 : 10월 21일(금) 7 p.m. (교육관 채플)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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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2년 10월 16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사전접수  

바자회 행사 관계로 10월 16일(오늘)은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이메일 : stpaulqcsc@gmail.com  

사목회 회의   

10월 18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미사 봉헌                                                                                          







Sunday School 

Marriage Pre Cana (Zoom)  
Date & Time : Nov. 19th (Sat)  11 a.m.  
Due for register : one week before the class    
Inquiry : Church office (Lecture will be Korean.)  

3rd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October 16, 2022 

Sunday School Cancelled  
Dated : Oct. 16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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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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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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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8th Grade Sunday School Retreat  
Theme :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Grades : 5th—8th 
Date : Nov. 12th (Sat) 
Time : 9 a.m.—  3 p.m.  
Cost : $10 (light breakfast & lunch)  
Things to bring : Rosary and warm clothes 

Permission slip and cost will be collected by each 
class (teacher) on Oct. 30th (Sun) & Nov. 6th (Sun). 
Permission slip will be available at the office.  
NO PERMISSION SLIP ON THE DAY OF 
RETREAT PLEASE.  

Halloween Events 
Elementary Costume Contest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JHS Costume, Cookie & Pumpkin Decoration  

Where : Classrooms 

Date & Time : Oct. 28th (Fri)  7 p.m.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North East Young Adult Catholic Retreat 2022 
There will be a retreat for all North East Young 
Adult Catholics (NEYAC) Thanksgiving weekend. 
Young adult including college students, singles, 
married are welcome. The retreat will focus on re-
awakening our faith by sharing the challenges and 
joys of discipleship.  
Theme : Created, Fallen, Redeemed 
When : Nov. 25th (Fri) - Nov. 27th (Sun) 
Where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 Huntington, NY 
Cost : $260 
Contact : Fr. Jun Hee Lee  

Registration :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Board For Year 2022 To 2023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E-Board for the 
2022 to 2023 Sunday School year!  
Please congratulate.  

President  Andrew Oh  12th Grade 

Vice President  Mark Nam  11th Grade 

Secretary  Ashly Lee 10th Grade 

Abe Nam & Evan Lee   9th Grade 

Friday Night Meeting (FNM) 
Grade : 9th—12th student 
Date : Oct. 21st (Fri)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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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 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16, 2022 

 In the famous movie "Raiders of the Lost Ark", Nazis were searching for the long lost Ark of 
the Covenant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In the Bible, the Ark contained the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It disappeared more than a thousand years ago. Nazis believed it was a special trans-
mitter to communicate with God. What if there actually was a special machine that allowed you to 
hear the voice of God? Would you be interested? This is not far fetched. After all, right now there are 
millions of sounds and images filling the air. All you need is a special machine to pick them up. It's 
called a radio. Or a TV. Or a computer. As you know not everything on TV or the internet is true or 
even helpful. There are a lot of nasty things floating around. The challenge is to find the correct chan-
nel, station or website where you can get reliable information. 
 
 Truth be told, we don't need a special machine to talk to God or hear God's voice. We are creat-
ed in God's image. We have souls. Baptism clears away all false distortions and allows us to be still 
and discern the voice of God within us, in our conscience, in our hopes. Of course God heard our 
prayers. God is the reason we have the desire and ability to pray. Take time away from your busy 
schedules and this noise world and make a chapel of silence in which your heart and mind and soul 
and rejoice in the presence of God who lives within each of us.  

  
 

 

 That the ministry of persistent prayer remain at the heart of the Church of God and the lives of the 

faithful,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discord among nations be solved by battles of words, and that discord in our communities be 

solved by working together for common good, we pray to the Lord. ◎ 

 That faith communities work diligently to promote respect for life and to treat the earth’s finite re-

sources with tender care,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of us taking part in this great mystery recognize it as the center of all our celebrations and 

ministrie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articipants of the Church Bazaar: that this event bring everyone closer together, we pray to 

the Lord. ◎ 

Diocesan Pilgrimage 2022 to Washington DC 2022 Annual Catholic Appea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6, 2022 (Year C) No. 2602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17:8-13 (14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2 Timothy 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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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2, 3-4, 5-6, 7-8 

◎  Our help i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  I lift up my eyes toward the mountains; whence shall help come to me? My help i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 

○  May he not suffer your foot to slip; may he slumber not who guards you: indeed he neither slum-

bers nor sleeps, the guardian of Israel. ◎ 

○  The LORD is your guardian; the LORD is your shade; he is beside you at your right hand. The 

sun sha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 

○  The LORD will guard you from all evil; he will guard your life. The LORD will guard your coming 

and your going, both now and fore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