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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예물준비성가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54번 
496번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이 태 희  정 희 애  윤 갑 섭  

8시 미사 최 혜 숙  이 재 명  백 정 덕  김 철 순  

9시 30분 미사  Mina Kim Dylan Park Nicolaus Lee 

11시 미사  황 리 나  박 성 원  하 명 주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Heajin Joung 황 혜 성  Ruby Evans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전가별 박여원 박민제  

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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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구월의 첫 주일 연중 제23주일이며 Labor 

Day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9월의 시작을 태

풍 아이다(Ida)의 폭우로 인해 수많은 재산 패해와 

인명 피해로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

다.  

 

  지난 목요일 차를 몰고 나가보니 좀 낮은 도롯가

에는 여지없이 차들이 서 있고 먼지가 풀풀 날렸습

니다. 홍수로 고인 물에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차하여 두고 간 차들일 것입니다. 물 한 가운데서 

차가 정차했을 때 그 마음은 과히 절망적이었을 것

을 생각하니 참 당혹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태풍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도 꽤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뉴욕을 강타한 태

풍 샌디에 비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뉴욕 일원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뉴욕시에 시간당 3.15 인치(약 8cm)의 양이 쏟아졌

고 이는 지난 8월 21일 태풍 앙리 때 시간당 1.94 인

치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비였던 것을 불과 열흘 

만에 갱신한 것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폭우가 잦

아진다는 것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아

닌가 합니다) 

 

  저희 성당 근처의 이웃 미국 본당 신부님이 전화

를 해와 당신 성당 지하에 물이 가득 차서 사용 가

능토록 복구하는데 한 달은 더 걸릴 거라며 한숨 지

으며, 우리 성당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당도 이번 태풍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

다. 성당 곳곳에 침수되었습니다. 다행히 폭우가 내

리던 지난 수요일 밤 하수구가 역류하며 막혀 침수

된 교육관과 성당 지하의 물을 새벽까지 퍼내어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주변 

홍수에 대비하는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회를 

갖으려 합니다. 또한 수녀원과 제1 교육관의 지붕 

공사도 시작합니다.  

  물과 불은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언제나 조심해야한다는 사실을 다

시 깨닫습니다. 성경에도 하느님께서 벌을 주실 때

는 물과 불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꽃 

같은 성령과 물로 영원한 생명의 세례를 주시어 당

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물과 불은 고마우면서

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자를 돕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 

식구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

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도 현명하게 대처

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Labor Day입니다. 수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고 상심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루 가

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고군분투의 삶의 한중

간에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내일을 준비하면 좋

겠습니다. 망중한의 여유로 하느님의 더 큰 힘과 용

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말

도 안 되는 경주에서 토끼가 거북이를 도와주며 달

려갔다면…… 또 먼저 달려가다 지루해 잠에 빠진 

토끼를 거북이가 깨워서 같이 갔더라면……이 말

도 안 되는 생각에 우리 삶의 끝없는 경쟁을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마

태오 20:16) 내일 Labor Day (노동절)는 우리 모두가 

첫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지난 주일에 이어 마르코 복음 7장

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7장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

수님의 제자들이 간단한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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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위선에 예수님은 한탄을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미명아래 자기 자신만 챙기고 

부모님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잘못은 여러 이유로 정

당화하면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에 반대로 자신에게 엄정하고 

남에게 자비로운 하느님의 말씀에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힘없고 소외된 이

들 특히 이방인에게도 하느님의 치유의 자비를 베

푸십니다. (참고 7: 24-30) 

 

  그리고 오늘 복음(7: 31-37)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래아 지

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

듬는 이를 데려와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이에 예

수님은 그에게 “에파타(Ephphata!)” 즉 “열려라!” 하

고 말씀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를 아무에게

도 말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7:37) 

 

  여기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

하다고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많이 배우고 신

앙심이 투철하다고 하여 율법을 잘 알고 엄중하게 

지키며 산다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사뭇 다

른 고백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폄훼하며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믿고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

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위선적인 면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

팍한 성경 지식과 율법 지식으로 순박한 군중을 오

히려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

의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이는 비판과 심판이 아니

라 용서와 화해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자

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는 회개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적은 바리사이와 율법학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제품을 받을 때 주교님께서 수품자의 손에 복음

을 얹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는 것을 믿

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라.” 

즉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아 세례 후 세례를 설명하는 예식으로 에파타 

예식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세례 예식 전 최종 

준비 예식에 에파타 예식을 합니다. 주례 사제는 세

례자의 귀와 입에 손을 대며 성경의 예수님 말씀인 

“에파타” 또는 “열라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세례를 통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하

느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전하라는 의미의 예식입

니다. 즉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이 에파타 예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을 듣고 양식으로 삼아서 바리사이처럼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

석음이”(7:21-22)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

랑과 자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이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경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훌

륭하다고 고백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은 우리의 귀와 입을 만지시며 말씀하

십니다. “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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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3주일  

첫째 주일 (9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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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2022년 부활 예비자반 첫교리  

첫교리 : 9월 5일(오늘) 

시간 : 11 a.m. 미사 후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고백성사 재개  

코비드 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미사 전 고백성

사가 9월 4일(토) 특전 미사를 시작으로 재개되

었습니다. 특전 미사와 주일 미사 30분 전부터 

미사 시작 5분전까지입니다. 고백성사의 차례를 

기다릴 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고해소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봉성체  

일시 : 9월 10일(금)  9 a.m.  

*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 중에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9월 10일(금)  10 a.m.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1일(화)  7 a.m. 

(미사 • 분향 • 연도) 

2022년 달력 광고주 모집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병자성사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중에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9월 14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주임신부님배 골프대회 총 수익금  

로사리오회에서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본

당 건립 50주년 기념 기금마련 주임신부님배 골

프대회 총 수익금은 $21,840입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 10월 3일(일)  9 a.m. - 4 p.m.  

장소 : 성당 주차장 

주최 : 퀸즈성당 사목회  

1등 (1명) : $2,000 (cash) 

2등 (1명) : LG 스타일러 

3등 (2명) : Apple iPad 256GB (wifi only)  

4등 (2명) : 로보트 청소기  

5등 (4명) : 에어프라이어   

 

알 림 

특별헌금  

미사  

바자회  

사무실 휴무  

9월 6일(월)  Labor Day 관계로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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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미사 시간  |  Mass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코비드19 검사  2021-2022 주일학교 등록  

한국학교 개학  

부고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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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리오회 물품 판매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특별헌금  

알 림 

        공동체 소식                                                       2021년 9월 5일 

 

  

 온라인 헌금  

  

  

  

  

안나회 물품 판매 

안나회 사과밭 나들이  

알 림 

Flushing 2구역 1반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반모임  

연령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Flushing 2구역 2반  

요셉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7반  

성제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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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our ears, opened in baptism, ever be open to the wisdom of the Father given to us by Jesu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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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by our lives we speak plainly of the love the Father has for u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never discriminate against the poor, the mentally ill, the disfigured, the racially different, the 

culturally deprived,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learn to follow the way of Christ in his voluntary poverty and thus be rich in faith,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learn to have only one true ambition in life, to be saint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oming new Sunday school year: May the students learn more about the church’s teachings 

and grow closer to God through the year.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September 5, 2021 

1st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11 

The Elementary and JHS/HS Sunday School programs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and passionate young 

adults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ministry at St. 

Paul’s. Volunteers must be 18 and older and must be 

confirmed.  

If interested in the Elementary School program, please 

email at 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If interested in the JHS/HS program, please reach out 

to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Special Collection  

Resume the Sacrament of Confession  

Sunday School 2021-2022 Registration  

Church Office Closed in Honor of Labor Day 
Date : Sep. 6th (Mon) 
There will be 7 a.m. mass on that day.  

2021 Korean School (Fall Semester) 
First Day of School : Sep. 11th (Sat) 
Time : 9:30 a.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3rd Sunday in Ordinary Tim                                                                                                 September 5, 2021 (Year B)  No. 2543 

Responsorial  

Psalm 
Praise the Lord, my so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35:4-7a (12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mes 2:1-5 

Communion Antiphon 

   Like the deer that yearns for running streams,  
   so my soul is yearning for you, my God;  
   my soul is thirsting for God, the living God.  

Psalm 146:6-7,8-9,9-10 

Coming To Our Senses  

<Twen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Most people are blessed with five senses: sight, hearing, taste, touch and smell. Most of the time we take 
these for granted and don’t really appreciate what miracles they are until we lose them —even if only tem-
porarily. During the lockdown stage of the pandemic, when we had to "shelter-in-place", many were de-
prived of hugs and handshakes. These minor yet daily reminders kept us connected to the human race. 
Deprived of a gentle, loving touch, many elderly people in nursing homes and hospitals felt particularly 
isolated. One of the symptoms of Covid-19 is a loss of smell and taste. Eventually, these return. As we 
age, many of us suffer hearing loss, but this can be mitigated by a hearing aid. I think most would agree, 
sight is the most precious gift. Losing the ability to see is surely one of life's greatest tragedies: never again 
seeing a loved one's face, or a sunset or a butterfly. 
 
  There are other things we do that we take for granted: speaking, singing, walking and running. In biblical 
times, loss of any of these abilities was seen as a punishment of God for sin. We know now that saints 
and sinners alike get sick and lose physical function. Restoration of any of these is truly seen as nothing 
less than a miracle. God and his anointed Messiah will restore sight to the blind, open the ears of the deaf 
and the lips of the mute, strengthen the limbs of the lame so they can leap for joy. But let’s not wait till we 
lose these abilities and then ask God to heal us. Rather, let us always be grateful for the five senses and 
other abilities God has given us. And let us use our sight, our hearing, our speak to thank and praise God 
and live each day for God’s glory. 

Ephphat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