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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번 생명의 양식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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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번 로사리오 기도드릴 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화답송

전례 담당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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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십니다. 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미워하던 자
캐오를 찿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서로를 있는 그대
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
랑이 자캐오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였듯이 서로 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
다.

연중 제31주일
임석원 요한 부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리
코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세관장이었던 자캐
오는 키가 작아 군중들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가 없
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를 예수
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
입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
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
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
다. 우리도 얼른 내려와(회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을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위험한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어른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들의 비웃음을 살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캐오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자캐오는 결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
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00인 대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캐오의 태
도에 회개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1주일로 시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
니다. 시월의 마지막은 11월 1일의 모든 성인 축일의
전야이기도 합니다. 이를 할로윈(Halloween)이라고 부
릅니다. 할로윈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인 축일, 즉 축일
전야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는 시월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본당 바자 축제 때문
에 더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 주간의 고된
준비 끝에 축제를 지내고 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새 시
월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보람차고 더 아
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캐오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랐
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상종한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의 집에 가십니다.

이제 시월의 끝에 서서 만추의 11월을 맞이하려 합
니다. 11월은 또 위령 성월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로 시작하는 11월은 그다음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추를 맞으며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도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경멸을 받고
있던 자캐오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은 그의 존
엄성을 되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안으셨지만 자캐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
한 이들에게 주고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름의 활발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은 또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확의 풍성함은 혹독한 겨
울의 준비입니다. 그렇기에 풍요로운 수확은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자캐오의 집을 찿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이
기적이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욕심과 이기적
인 마음에서 해방된 그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을 드러내고 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음을 재물의
나눔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을 바라보면 인생무상을 느끼
기도 합니다. 그렇게 푸르던 나뭇잎도 물이 들고 떨어
지기 시작하면 파란 하늘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
라 공허함이 되기도 합니다. 쌀쌀한 바람은 몸을 움츠
리게 하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에 마음이 혼란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고 선포하십니다. 그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주님
의 자비에 맡기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께서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찿아 구원하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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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죽음을 묵상하
게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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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인생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오늘을 더욱 철저히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바
로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을이 겨울을
준비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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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 겸손은 현재를 감사
하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그
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
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허무가 절망이 되지 않는 이
유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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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당도 바자 축제를 마치고 겨울 준비를 합니
다. 당연히 보일러를 손보고 건물들 여기저기 수리할
데를 찾아 수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당 사
무실 앞과 교육관 앞에 지붕을 설치하려 합니다. 그러
면 비나 눈이 올 때 혼잡함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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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 사제관 옆에
서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매번 천막을 치고 접는
것이 번거로워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견고한 공
원의 파빌리온 같은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러면 손쉽게 단체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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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도 이렇게 깨어 준비한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우
리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
며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삶이어야겠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도 이제 만추에 접어듭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더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투쟁적인 세상살
이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마음의 여
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유는 누가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남보다 빨리 뛰어가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가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며, 가다 힘들면 쉬기도 하면서 가려는
곳을 향해 갈 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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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령의 달을 11월을 준비하며 겨울을 준비하며 봄을
희망하듯이 죽음 후의 부활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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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주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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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특별헌금

첫 금요일 신심행사

첫 금요일 신심행사 아가페
2022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13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결산 보고 수정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2등

1명

32376

3등

2명

4등

2명

5등

4명

행운상 39명

바자회 도네이션
최 로오렌스 & 최 세실리아 $720 도네이션 하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회 바자회 도네이션
제일 장의사에서 $300 안나회에 도움을 주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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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 제한

혼인교리 강좌 안내

안나회 만두 판매
찬양 치유 피정
일시
장소
지도
피정
주관

: 11월 13일(일) 1:30 p.m.—4 p.m.
: 성전
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
: 성령 기도회

안나회 토종밤 판매

구역분과 월례회

할로윈맞이 청년 바베큐 파티 연기

연령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주일학교 할로윈 행사
초 등 부 할로 윈 의상 경연 대회
중 등 부 쿠 키 와 호 박 장식하기
일시 : 10월 30일(오늘) 9:30 a.m. 미사 후
장소 : 주일학교 교실

안나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11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일시 : 11월 4일(금) 7 p.m. (교육관 채플)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주일학교 5학년—8학년 일일 피정
대상 : 5학년 - 8학년
일시 : 11월 12일(토) 9 a.m.—3 p.m.
신청비 : $10 (아침과 점심 포함)
신청기간 : 10월 30일(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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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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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10월 30일(오늘)부터 미사 시간 때 의무적으
로 착용한 마스크를 착용 권장 사항으로

Flushing 2구역 3반

변경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는 분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는 계
속 진행됩니다.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
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
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Flushing 2구역 7반

2022년 청년피정(NEYAC)

온라인 헌금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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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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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October 30, 2022

5th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Special Collection

Parking Lot Will Be Closed Until Monday

Nov. 6th (Sun) Archiodiocese for Military Services,USA

Parking lot is restricted for two days, from 2 p.m. on
Oct. 30th(Today) to 10 a.m. on Oct. 31st (Mon). Please
park your car outside of church parking lot to considering guests who visit our church for two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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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Ministry For Ages 18+ (Corner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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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s Day Mass

Date & Time : Nov. 2nd (Wed) 7 a.m.

Daylight Saving Time Ends

Daylight Saving Time ends on Sunday, November 6, at 2 a.m. On Saturday night, set
your clocks back on hour to “fall back.”

2022 Annual Catholic Appeal

Friday Night Meeting (FNM)

Grade : 9th—12th student
Date : Nov. 4th (Fri)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Halloween Events
Elementary Costume Contest

End of Month For Young Adult Party Postponed

Where : Education center (Chapel)
JHS Costume, Cookie & Pumpkin Decoration

The young adult barbecue party scheduled for Oct. 30th
(Today) has been postponed. The date will be announced later. We hope that many young people can
participate and have a good time.

Where :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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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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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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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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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k Mandate Lifted
Starting Today, October 30th, it is not reuired to war a
mask during mass time. It will b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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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October 30, 2022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Just before a Catholic basketball player takes a foul shot, he makes the sign of the cross. Many Catholics bless themselves when they pass in front of a church. Others cross themselves when they hear news of a
death or other tragedy. These small gestures show the world that one is Catholic, but it’s relatively easy because there are no negative consequences for doing it. But what about us? Would we make the sign of the
cross if it attracted attention? Do we hide our Catholicism when we’re in public? It's easy to be Catholic in
church. After all, we're surrounded by fellow Catholics. But how Catholic are you out in the world? When you
go to a restaurant with friends, do you say grace before the meal, even if some of the people at your table are
not Catholic? To be sure, praying or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in public draws people’s attention to us. And
it might not be favorable attention.
This is what happened in today’s gospel story. Zacchaeus had heard about Jesus and wanted to see him
and see what all the excitement was about. The problem was, Zacchaeus was short and could not see over the
heads of the people surrounding. So what did he do? Without giving it a second thought, he climbed a tree. But
by doing so, he made himself the target of verbal abuse. You see, Zacchaeus was a despised tax collector. By
going out on a limb to see Christ, he was setting himself up for ridicule. But then, something amazing happened. Jesus looked up and called him— by name! Now the people turned their scorn at Jesus. He invited himself to the house of a sinner! But Zacchaeus stood his ground and responded by offering to pay back anyone he
may have defrauded. Notice Zacchaeus’ action was in response to Jesus’ desire to dine at his house. In other
words, his act of restitution came in response to God’s gift; God’s gift was not a reward for Zacchaeus’ repentance. The gospel challenges us to go out on a limb and show our faith in Jesus, even if it draws unwanted attention to us, and to respond generously when Jesus calls us by name and volunteers to go home with us.



For the Church: that Christ find us eager and ready for him on the day of his coming,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seeking salvation in wealth and material things, that they find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instead, we pray to the Lord. ◎



For families: that they find comfort in their home and power in the prayer thy shar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eek elected office in our democracy: that they serve with humility and integrity,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gather at this table and for all who cannot take part: that they find refreshment and fulfillment in Christ, we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will give his crown of righteousness to our dear departed ones and those who were alone
in their mortal life, especially now that All Souls Day is approaching.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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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31, 2022 (Year C) No.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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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dom
Wisdom 11:22-12:2 (15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1:11-2:2

Communion Antiphon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Responsorial Psalm

Psalm 145:1-2,8-9,10-11,13,14

◎ 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 my king and my God.
○ I will extol you, O my God and King, and I will bless your name forever and ever. Every day will I
bless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
○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 Let all your works give you thanks, O LORD, and let your faithful ones bless you. Let them discourse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speak of your might. ◎
○ The LORD is faithful in all his word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lifts up all who are falling and raises up all who are bowed dow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