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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연중 기간은 총 34주
간이므로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연중 시기도 막바
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사색의 시간
을 주는 것은 단순히 날씨 탓은 아닐 것입니다. 겨울
을 이겨내고 봄의 생명과 여름의 왕성함을 보내고 수
확을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
기에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며 사색의 계절이
고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운 이와 죄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차이와 다르다
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본당 연례 바자회로 가을의 풍
성함을 즐겼습니다. 각 단체들의 열정과 땀이 모여 큰
잔치가 되어 본당 식구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중 내내 김치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안나회, 로사리오회와 여러 봉사자분의 노
고에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사이들은 완고한 법률에 고집했고, 그
렇게 완고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라 치부했습
니다. 나아가 사회적 빈곤자나 불구자들도 또한 죄인
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불치병이나 전염병의 원인
이 하느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로운 이는 존경을 받지만 죄인은
멸시를 받습니다. 어쩌면 인과응보일 수 있습니다. 문
제는 그 의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
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 의인이
라 칭송받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 스스로
를 의인이라 하여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죄
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
대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부조리입니다. 하느
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 안에 갇혀버
린 삶입니다.

사실 모든 행사는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
는 과정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함께 목표를 향해 질주합니다. 그렇게 함께 더
불어 일을 하다 보면 더욱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마치 전우애 같은 끈끈한 정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모
여 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
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들었지만 바지회가 즐겁고 내년이 기다려지는 이
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바리사이의 율법같이 사회적
지위를 주는 것은 부와 학벌과 같은 사회 배경 같습
니다. 이들이 바리사이와 다른 점은 전자는 돈을 숭배
하고, 후자는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의
공통점은 자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바
리사이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비로운
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는 이
와 거리가 먼 자신의 의로움에 자아도취 된 완고하고
오만한 바리사이였습니다.

오늘 복음도 지난 주일의 복음에 이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복음에서 어느 과부
가 불의한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끊임없
이 애원하자 그 청을 들어주는 비유의 말씀에서 기도
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
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사이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
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
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에
관하여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십
니다. 기도의 기본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느님께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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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
조를 바칩니다.” (루카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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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
국 하느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 것이라고 예수님
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죄인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사회적 상황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사회의 지
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자
신의 부를 챙긴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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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유에서의 반전은 의인이라 불리는 독실한 바
리사이는 오만의 죄를 짓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죄인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느님 앞에서 뉘우칩니다. 예수
님은 이 두 사람 중 겸손되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세리가 오히려 하느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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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따른 대표적
인 세리는 마태오 복음을 지은 마태오 성인과 예수님
께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말에 감동하여 회개한 자
케오 세관장이 있습니다. 이 두 세리 모두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종래 사두
가이와 세제들과 짜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
밉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
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고, 자
비가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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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복음은 겸손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회개를
낳고, 회개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치유를 통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따라
서 오늘 세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바리사이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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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
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
이다.”(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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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넷째 주일 (10월)

알 림

연중 제30주일

바자회 결산 보고

특별헌금
10월 23일(오늘) World Mission Sunday

요셉회
로사리오회
어머니회
한국학교
연령회
성령기도회
대건회
주일학교교사회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생활상담소
하상회

640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베드로회

4,225

1,360

2,865

구역분과
성제회
성소후원회
코너스톤
성시회
효주회
메아리

첫 금요일 신심행사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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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혼인교리 강좌 안내 (줌강좌 날짜변경)

경품권 당첨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13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

4등

2명

5등

4명

Cash $2,000

경품권(당첨) 번호
34659

할로윈맞이 청년 바베큐 파티

32376
Apple iPad Air/ Apple 32131(1), 37210(2)
Airpods Max

행운상 39명

일시 : 10월 28일(금) 7 p.m. (교육관 채플)
주일학교 할로윈 행사
초등부
일시 :
중등부
일시 :
장소 :
고등부
일시 :

바자회 도네이션

주일학교 5학년—8학년 일일 피정

42

라인댄스

$500

43

평신도협의회 박동현

$300

44

정봉재 토마스

$500

45

이종배 안드레아

$200

46

서혜경 마리아

$200

47

익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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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Choir 학생 성가대 모집
대상 : 1학년 ~ 12학년 (등록 : 사무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물품 도네이션
3

베드로회

할로 윈 의상 경연 대회
10월 30일(일) 9:30 a.m. 미사 후 (채플)
쿠 키 와 호 박 장식하기
10월 30일(일) 9:30 a.m. 미사 후
주일학교 교실
쿠 키 와 호 박 장식하기 (FNM 모 임 시간)
10월 28일(금) 7 p.m. (교육관 채플)

국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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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가정의학 상담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생활 상담소
10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이진원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요셉회 청소날

어머니 연합회 음식 판매

2022년 청년피정(NEYAC)

온라인 헌금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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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

2022년 10월 23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로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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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October 23, 2022

4th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Special Collection

St Paul’s English Ministry For Ages 18+

Oct. 23rd (Today) World Mission Sunday

Come join us to share the gospel and serve our parish
When : Every 1st and 3rd Sundays of the Month
Time : After 9:30 Mass unless noted otherwise
Where : Chapel Room in the education center
Hosted by : Cornerstone
* Coffee will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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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
2022 Annual Catholic Appeal

Sunday School
Friday Night Meeting (FNM)

Grade : 9th—12th student
Date : Oct. 28st (Fri)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Halloween Events
Elementary Costume Contest

End of Month For Young Adult Party
Date : Oct. 30th (Sun)
Time : 6 p.m.
Hosted by : Young Adult Association
We will have a BBQ party as a token of the church’s
appreciation for the young adults who helped out at the
church bazaar. This will replace the usual Pizza night.
Everyone is welcome to join the BBQ Party.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JHS Costume, Cookie & Pumpkin Decoration
Where : Classrooms
Date & Time : Oct. 28th (Fri) 7 p.m.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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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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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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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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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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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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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October 23, 2022

Thir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calls everyone of us to holiness. But what does that mean? Do we have to attend Mass
every day? Say the rosary before going to bed? Memorize the Bible? Take a bath in holy water? While
all these things may be interesting, they don't make us holy, that is, closer to God. In fact, in our lives
of faith, external acts of faith usually come AFTER we've experienced the presence of God in our
lives. God already loves us and wants us to experience love, mercy, forgiveness and healing in our
lives. All we have to do is gratefully accept it.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a story about two men who went into the Temple to pray. One was
a Pharisee; the other a tax collector. (In modern language we might say one was a priest and the other
a garbage collector.) The problem was, the Pharisee was convinced he was already holy and ran
through a list of his spiritual practices, fasting and praying to impress God. As if this weren't bad
enough (as it flows from pride), he compared himself to the tax collector. For his part, the tax collector (a despicable occupation by oppressed people's standard) could not even lift his eyes to heaven but
bowed low, beat his breast and prayed, "Lord, have mercy on me a sinner." Jesus tells us this man received God's approval, the first one did not. God is close to the poor and especially to the broken
hearted. A truly holy person does not even think he or she is holy. They just know they need God.
Mindful of our own faults and failures, let us never tire of asking for Gods mercy and thereby becoming truly holy in the process.



For the Church: that it provide refuge and salvation to all peopl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eaders at every level, that they include the voices of young people as they make decisions that will
have lasting effect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 from the cold: that their needs be met this fall and winter,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assembly: that we pray constantly and with humility, we pray to the Lord. ◎

For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the 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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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3, 2022 (Year C) No.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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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ach
Sirach 35:12-14, 16-18 (150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2 Timothy 4:6-8, 16-18

Communion Antiphon

O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Responsorial Psalm

Psalm 34:2-3,17-18,19,23

◎ The Lord hears the cry of the poor.
○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shall be ever in my mouth. Let my soul glory in the
LORD the lowly will hear me and be glad. ◎
○ The LORD confronts the evildoers, to destroy remembrance of them from the earth. When the
just cry out, the LORD hears them, and from all their distress he rescues them. ◎
○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he saves. The
LORD redeems the lives of his servants; no one incurs guilt who takes refuge in hi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