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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박 명 숙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지 은  김 영 진  김 정 옥  양 승 국 

11시 미사  황 성 숙  최 윤 승  이 유 경  주 호 종  

6시 미사  김 가 희 이 미 첼 이 미 첼 이 미 첼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예물준비성가 
  

212번 
340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봉 헌 

영성체성가  
 

182번 
197번 

신묘하온 이 영적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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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지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Memorial Day)로 시작된 여름의 끝인 구월의 

첫날 노동절, 즉 Labor Day 주말입니다. 노동절

은 19세기 말 노동운동이 태동하며 노동의 가치

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노동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만들어진 기념일로 

1884년 의회 통과하여 공식 공휴일이 되었습니

다.  

 

 노동절은 노동자를 위한 날입니다. 노동자는 피

고용인을 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대가

를 받고 제공하는 피고용인을 말합니다. 노동자

의 권위가 고용주에 의해 혹사당하던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스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위시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고 이를 

일환으로 노동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용서와 화해

의 사회로 말씀하셨고, 교회는 이 말씀의 가치관

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일 많은 가족이 마지막 여름을 즐기기 

위해 휴가를 떠나고,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하며 가슴 흐뭇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일 동안 들은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고 마지막 시몬 

베드로는 생명의 빵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성체

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믿고 따르

며 나아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의무를 지니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다시 마르코 복음으로 돌

아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계명을 버

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사이들을 꾸짖

는 이야기입니다. (참조 마르코 7:8)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은 계명, 법이

라고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모

세의 영도로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중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 하느님은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내리십니

다. 그 십계명은 세월이 지나며 더 많은 율법 조

항으로 발전하고 급기야 율법은 의식주 일상생

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제약을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율법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신앙생

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생활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

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한 

교파가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어

기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용서”는 하

느님의 일로만 여기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여 그 

무게는 더욱 가중되어가는 삶의 멍에가 되어버

리는 부조리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십계명으로 시작된 하느님의 계

명이 613개 조항으로 늘어납니다. 사회가 복잡

해지면 당연히 법 조항은 다양해지면서 그 수가 

늘어납니다. 해야만 하는 조항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으로 이루진 법은 모세 5경을 중심으로 발

전됩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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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평등한 질서를 통한 화합이며 사회의 조

화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

세를 통하여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실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탈

출기에는 법의 공정성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뇌물

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3: 6-9)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은 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화합과 조

화보다는 판단의 근간으로 삼아 분열이 조장됩

니다. 또한 그 법의 해석이 아전인수식이어서 형

평성에도 어긋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

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다.” (마태오 23:4-5)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

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

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 28-30) 하느님께서 법을 모세에게 주

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이었습

니다. 따라서 그 법은 사실 사람들에게 짐을 지

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

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느

님의 법은 사랑이  그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

다.  

 

 그 사랑은 용서로 표현되고 화해로 완성됩니

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바리사이들을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마르코 7: 6) 

 

 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나 그 법의 기

본 의미를 잊고 법을 위한 법은 오히려 사람들에

게 짐이 되고 멍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법의 마지

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Slaus animarum su-

prema lex.” 영혼들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다.”  

 

 구원의 첩경은 역시 하느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

는 것이고, 그럼에도 인간적인 나약함에 저지른 

잘못을 회개와 용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를 줌으로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것이 바로 우

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이룩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의 잘 못을 보기보다 잘 하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냉철

히 바라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는 길입니다. 



 

 

첫째 주일 (9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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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회 효도 관광  

일시 : 9월 8일(토) - 9월 9일(일) 
장소 : 롱우드 가든 

집합 : 7:30 a.m.  
출발 : 8:00 a.m.  
문의 : 성 글라라 (718) 877-6700 

Virtus 교육 

특별헌금  

9월 9일(일) : Catholic University 가톨릭 대학 후원  
9월 16일(일) : Catholic Education 가톨릭 교육 후원   

첫 금요일 신심행사 

9월 7일(금)     
종일 성체 현시, 조배와 저녁 미사 후 성시간 

전신자 대상 교적 정리  

9월 1일(토)부터 전신자 대상으로 교적정리를  

합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 
3주간에 걸처 사목회 주관으로 미사 전 후 시간에 

교적 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구역분과에서 교적정리가 진행되는 3주동안 성당 

친교실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문의 :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 344-0717  

2018년 본당 상반기 재무보고 

 

내 역 금 액 ($) 
수 입 

교무금  310,912.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235,675.50  

부활 특별 헌금  24,636.00 

대축일 헌금  2,843.00 

교구 특별헌금 29,702.00 

주보 및 달력광고  4,400.00 

매일미사책 판매  6,441.00 

혼배.장례  3,995.00 

기타 수입금 7,322.05 

총수입 625,926.55 
지 출 

인건비 160,724.70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72,279.90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31,369.05 

직원 복리후생비 8,060.74 

사무경비 30,404.33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42,716.69 

전례비용 및 매일미사 책 구입 29,908.56 

교구신문 타블렛 구독료          468.00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32,636.48 

시설비 ( 관리 및 보수) 33,242.57 

본당 단체 보조비 29,299.26 

본당외 한인 카톨릭 사목 후원금 6,716.67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34,000.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8,334.00 

교구 교납금 57,30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28,961.00 

총지출  606,421.95 

수지차액 19,504.60 



  공동체 소식                                                                                                         2018년  9월 2일 

알 림 알 림 

5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개학 

날짜 : 9월 9일(일)  
시간 : 9:30 a.m.  
장소 :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뉴욕/뉴저지 제3차 선택 주말 

일시 : 9월1일(토) 10 a.m. - 9월 3일(월) 3 p.m.  

2018년 주일학교 개학  

개학 : 9월 9일(일) 

2018년 가을학기 한국학교 개학   

개학 : 9월 8일(토) 

9월 8일(토) 개학식과 학부모 오리앤테이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일학교/ 

로사리오회 임원 명단  

회장  강상숙 모니카  부회장  최광애 요안나  

총무  황옥회 아네스 회계 배태분 데레사 

서기 김정옥 루시아 사업부 정순덕 막달레나 

봉사부 이영아 마리아 심신부 최정희 안나 

전례부 고정님 세실리아 선교부 김은님 안젤라  

문화부 박명희 마리아 활동부 임영분 에스터  

자문위원 전임 회장단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6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시 : 9월 16일(일)   9 a.m. - 1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오리엔테이션  

날짜 :  9월 9일(일)  
시간 :  1:30 p.m. - 3 p.m.  
장소 :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성모엘리사벳 방문 Pr 

전시 기간 : 11월 24일(토) - 11월 25일(일) 

신청 포트폴리오 마감 : 11월 11일(일) 

전시 장소 : 퀸즈성당 친교실 

신청 자격 : 브루클린 교구 가톨릭 신자 

신청비 : 한 작품당 $40 (1인 3점 미만 출품) 

작품전 출품종류 : 시화, 서예, 미술, 조각,  

       공예, 사진, 퀼트, 자수(바느질 공예) 등      

출품 주제는 자유롭고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출품 불가작 : 선정적이거나 난해한 작품 

 

문의 :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김현우 프란치스코 (917) 815-6400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알 림 알 림 

6 

 

  

  

 

  

  

  공동체 소식                                                                                                         2018년  9월 2일 

울뜨레아 모임 

일시 : 9월 10일(월)    8 p.m.  
교재 : 어린 양의 만찬 

2018 추계 꽃동네 성령 대 피정 

일시 :  

가톨릭 회관 :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성 마이클 본당 : 19 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강사 :  

          

접수 : (201) 230-5643 또는 (201) 956-0299 

접수비 : $40 (2일간), $20 (1일간) 

연령회 월례회 

9월 9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구역분과 회의  

9월 4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9월 5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요셉회 월례회  

9월 11일(화)   11 a.m.  교육관 채플 

월례회에 많은 회원들의 참석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9월 9일(일)   강상숙 모니카 Home  
주소 : 33-09 160 ST. Flushing, NY 11358  

도네이션  

월요라인댄스팀에서 퀸즈성당 발전기금으로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행사 감사  

본당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신자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 간호사회  

 김남준, 안영남, 전대영, 문석현 

 

  

  

생활 상담소 

미동북부 63차 성령세미나  

일시 : 10월 28일(일) - 10월 31일(수) 3박 4일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인원 선착순 45명 

신청 마감 : 10월 18일(목)  

참가비 : $340/1인당 (숙식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김 데레사 (347) 453-8197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9월 2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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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박종숙 데레사 

718-445-9000 
35-82 161 St. 신정갈비뒤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347) 732-9808 

(718) 913-9736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1st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September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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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nual Salary (depending on credentials) 
Benefit Package Available 
Contact : Sr. Hur, Eugene Phone: 718-321-7676 
Email Resume and Certification to stpaulday-
care0629@gmail.com 

2018 After School Registration  
When : Sep. 5, 2018 (Wed) - Jun. 21, 2019 (Fri) 
Grade : Kindergarten - 5th Grade   
Time : 3 p.m. - 6 p.m. (Mon - Fri) 
Registration period: Starting on July 30th (Mon)  
Contact : Education Center office (718) 321-0095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Martyrs)  
Date: Sept. 16 (Sun) 5 p.m. 
Place : St. Paul Chong Ha-Sang Church  
Prior to the 6 p.m. Mass, there will be a musical event.  

Special Collection  
Sept. 9th (Sun) : Catholic University 
Sept. 16th (Sun) : Catholic Education  

VIRTUS  
Date : Sept. 19th (Wed)   
Time : 7: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ontact : Teresa Hong (917) 843-7676  

2018-2019 Sunday School 
School Start : September 9, 2017 (Sunday) 
Anyone wants to register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for more information.  

2018 Korean School (Fall Semester)  
School Start : September 8, 2017 (Saturday)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Anyone wants to register for Korean School,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for more information.  
Orientation is on Sept 8th (Sat).   

Cherubim Choir Orientation 
Grade : 1st Grade - 5th Grade  
Date : Sep. 9th (Sun)   1:30 p.m. - 3:00 p.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 Choir Room  

First Day of Practice for Cherubim Choir 
Date : Sep. 9th (Sun) 
Time : 9:30 a.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 Choir Room   



Universal Prayer 
                        

 For the spirit of compassion and fidelity throughout the universal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suffered and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actions of others, especially in Pennsylva-
nia: that the Church responds to their pain and find ways to help heal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government leaders who seek strong, compassionate and effective solutions to the abuses 
in our socie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orphans and abandoned members of our society,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volunteers and those who serve our community,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laborers and workers, may they be appreciated for all that do.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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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ome Protestant denominations forbid smoking and drinking alcohol. They are surprised by, and 
sometimes critical of, Catholics because the Church allows these things. (Who knows? Maybe they’re 
just jealous!) Yet you’d be surprised how many Catholics still confess smoking cigarettes—or mariju-
ana— or drinking alcohol. Smoking weed is still against the law, but it is technically not a sin. Like 
jaywalking or going over the speed limit, these may be potentially dangerous, but they are not in 
themselves sins. 
 
  Why not, you ask. Today’s gospel holds the answer. Jesus says what we put into our mouths does 
not defile us. Rather, what comes out of our mouths makes us unclean in the eyes of the Lord. Lies, 
gossip, slander, cursing, profanity, vulgarity— all these comes out of our hearts through our mouths. 
As my scandalized classmate used to say if she heard me swear: “Do you pray with those lips?” 
 
  We would never think of putting the Blessed Sacrament inside a garbage can. So why do we let 
foul language come out of our mouths within hours (if not minutes) of receiving Holy Communion? 
Let the power of the Eucharist cleanse our mouths, minds and hearts so that everything we say, think 
or do gives glory to God. Yes, you should stop smoking, but for health reasons. And drinking should 
be done responsibly. But let what comes forth from our mouths be proof we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Weekly Homily                                                                                                                                                       September 2, 2018 



  

22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 2018 (Year B)  No. 2383 

 

Ryan Kim Isaac Shon Kevin Lee Matthew Choi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The one who does justice will liv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4:1-2, 6-8 (12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mes 1:17-18, 21b-22, 27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531 
Breaking Bread Closing Alle, Alle, Alleluia  555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9:30 A.M. MASS 

Opening          531 
Breaking Bread Communion Let Us Break Bread Together 

Shelter Me, O God 
320 
465 

Breaking Bread 

Offering Christ, Be Our Light  596 
Breaking Bread Closing Alle, Alle, Alleluia  555 

Breaking Bread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luding your-

sel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