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3주일                                                                   2019년 9월 8일(다해) 2437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이 태 희  전 수 연  박 현 숙  Jaymi Choi•Chloe Lee•Jacob Park 

8시 미사 김 수 진  윤 석 채 백 정 덕 차 충 재  Jocelyn Park•Dylan Park•Hyunjeung Park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유 경 주 호 종  Nicholas Kim•Annie Mun•Yule Bae 

6시 미사  송 지 연  문 소 영 이 미 첼  이 승 룡  유필립•강병인•김남효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20번 
217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58번 
16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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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9월 8일 

 몇 년 전에 한국순교 성인 대 축일 미사 전에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던 조

성은씨가 작곡, 작사한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십자

가의 길 내 주님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고통의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가신, 
주님은 순종하셨네, 그의 몸을 버리셨네. 걸음, 걸음마

다 흘리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 하시려 감당한 고통이

라. 주님, 내 주님 갈보리 그 고난을 홀로 지고 걸어가

셨네. 주님, 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

셨기에, 십자가 사랑 그 흘리신 성혈 영원히 사랑하

리. 주님, 내 주님 갈보리 그 고난을 홀로 지고 걸어가

셨네. 주님, 내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

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르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고 오

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

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비를 하

고, 전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협상을 할지를 선택하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도 선택

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

님을 따르려는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이 선택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수시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십자가입니

다. 주님을 천국에 만나기 위한 우리의 투자-십자가!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선택과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과 옷, 
그리고 집, 학교 진학 문제, 친구들, 직장과 사업 등

등…...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결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의 

투자, 땀의 투자, 돈의 투자 등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

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많은 것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은 현명한 투자이며 아름

다운 희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위해 많은 계획

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최

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렇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덧없는 희생

을 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 시간

과 땀과 돈,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투자하라는 말씀

이 생각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 투자하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하루, 하루 걸어가는 것

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름의 끝물 가을의 시작 즈음에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이 올해도 여지없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 도리안이 케리비안 

지역을 강타하고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

니다. 지금 한국도 태풍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

이 작아지는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술 과학으로 우주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 우리는 자연을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다시 실감합니

다. 대항할 수 없을 때는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

을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조: 
루카 14: 31-31)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행복지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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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군다나 과학적 

발전은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우리 일상으로 들왔습

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면 즉각 

대답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물어봐도 각종 뉴스를 말

합니다. 언젠가 ‘인공지능(AI)’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

다. 다만 더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행복지

수와 그리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편리해진

다는 것이 잉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생산성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소비 욕구를 창조한다는 의미이지만,  
더 많은 소비가 행복해지는 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

다. 잠시의 만족감에 젖을 수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소

비를 요구하는 각자의 욕망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

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더 배고파지고 불만

이 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욕망과 만족도는 반비례

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행복지수는 떨어지게 

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과학기술이 가

장 발전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역사상 가장 행

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말하는 욜로 (YOLO) 
는 You Only Live Once. 의 약자로 ‘단 한 번 사는 인

생’ 지금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자는 삶

의 방식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

고 인내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삶의 형태를 말

하기도 합니다.  
 
 현재를 중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현재 중심 삶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행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잃은 현재의 행복은 쾌락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

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삶의 무게

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데 쾌락주의에 빠지면 

현재의 쾌락에 몰두하게 되어 다가오는 미래의 삶이 

파괴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묵상과 반추입니다. 행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

요가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우리 일상에 행복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에는 게으릅

니다.  
 
 결국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반추하며 깨닫지 않은 

행복에 대한 지식은 그저 우리의 지적 욕구만 충족시

킬 뿐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

서도 또다시 일상에서 소유욕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

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

씀과 행동을 듣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

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 33)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소유와 무소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다 

놓을 수 있으리라는 꿈을 먹으면서 이 둘 사이를 외줄 

타기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무소유를 위해 

우리는 서로 판단과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

다.  
 
 겸손하게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가 돕고 응원

하면서 소유에 대한 경쟁에서 벗어나 상조 상생의 하

느님 나라로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행복의 길입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

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한 청원

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묵상의 기도에 중점을 두어

야 합니다.  
 
 상념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더 깊

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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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바오로딸 도서선교 

특별헌금  

Virtus 교육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22일(일) 6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13일(금)  7 a.m. & 8:30 p.m.   
(미사ㆍ분향ㆍ연도) 

.  

요셉회 효도관광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해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하상회 일동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9월 10일(화)  10 a.m.  
미사 후 안나회, 요셉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머리방 있습니다.  

추석 성묘  

볼리비아 선교 특별헌금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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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강좌 안내 

미사  

미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미동북부 ME 가족 야유회   

Flushing 2구역 7반 

9월 14일(토)  6 p.m.  이명숙 율리안나 Home   
196-65 45 Dr.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 9월 8일(오늘)  1:30 p.m. - 3 p.m.  
장소 : 교육관 성가실  

오리엔테이션은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Flushing 1구역 1반 

9월 17일(화)  12 p.m.   
성당 친교실 2번방    
반장 : 백 데레사 (646) 354-3959 

주일학교 개학  
날짜 : 9월 8일(오늘)  

whitestone구역 8반 

9월 20일(금)  10 a.m.  정승숙 골롬바 Home   
166-32 25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개학  

Bayside구역 4반 

9월 22일(일)  6 p.m.   
43-18 219 St. Bayside,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lushing 2구역 1반 

9월 22일(일)  11 a.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바자회 좌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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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8월 25일(일) - 8월 31일(토) 19,975 

누적 봉헌 단수 총 811,057단 

생활 상담소 
9월 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이상모, 강석구, 홍성우, 전대영  

 

  

  

요셉회 월례회  

9월 10일(화)  10 a.m.  미사 후  11 a.m. 부터  

장소 : 교육관 체플  
생활 상담소  

울뜨레야 월례회  

울뜨레야 팀회합  

연령회 월례회  

9월달 월례회는 없습니다.  

2019년 추계 꽃동네 성령 대피정  

안나회 월례회  
일시 : 9월 10일(화)  
안나회 미사와 월례회가 있습니다.  

도네이션  

구역분과 회의  

9월 10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구역분과 바비큐 파티  

일시 : 9월 15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사제관 앞 잔디밭  

성제회 월례회  

9월 8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9월 8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9월 18일(수)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9월 15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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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Parking  of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Many parishioners are getting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before mass times.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do not double park. 
• No Parking in the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quickly and smoothly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ly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and parishioners passing by.   

Announcements  2nd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September 8, 2019 

10 

PRE cANA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811,057 decades. 

Marriage Pre Cana 
Dates : Oct. 26th (Sat)    
Time :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Onesimus, a slave’s name, means “useful”. We are 
each called by God to be useful to the divine plan. The 
baptized Onesimus is equal to any one of us. Because 
of Jesus,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We are not the same; each of us is unique and has dif-
ferent gifts of the Spirit, but we all serve “in our place” 
the wisdom of God’s intentions. Our baptismal cross is 
the key to a true disciple of the one Master, Jesus. He 
says: “Follow me!” 

2019-2020 Sunday School  
School Start : September, 8th (Today) 

Second Collection  
Sep. 8th (Today) : Catholic University 
Sep. 15th (Sun) : The Catholic Education/ St.. Eliza-
beth Ann Seton Trust Fund 
Please put special donations in the yellow envelope.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Martyrs) 
Date : Sep. 22nd (Sun)  6 p.m.  
Place : St. Paul Cong Ha-Sang Chunch 
After 6 p.m. mass, there is refreshments.  

First Day of Practice for Cherubim Choir 
Date : Sep. 8th (Today)  
Time : 9:30 a.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 Choir Room  

Cherubim Choir Orientation   
Grade : 1st Grade - 5th Grade 
Date : Spt. 8th (Today)   1:30 p.m. - 3:00 p.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 Choir Room 

VIRTUS  
Date : Sep. 18th (Wed) 
Time : 7: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ontact : Teresa Hong (917) 843-7676 

mass 

Infant Baptism  
Oct. 6th (Sun)  at 1:30 p.m.  
Submission due : Sep.22nd (Sun) 

6th - 12th Grade Meet & Greet with Parents  
Date : Sep. 15th (Sun) 
Time : 2 p.m.  
Place : Education Center  
Parents are invited to come meet the Sunday school 
teachers and ask questions and learn about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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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world leaders: religious, political, economic or academic: that they guide the world with honesty 
and brotherho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ministries and apostolates of mercy in our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re are more efforts made to strengthen our desire for peace and tolerance toward others in the 
world that has changed so muc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amina to foll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carry our crosses faithfully when we would prefer 
to re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new Sunda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as they begin the new academic year, we pray that they 
ever grow closer in the love and knowledge of the Church and our Lor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at passed before us feasting with Christ as we remember them for 
this coming Chu-seok.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Hard Sayings of Jesus 
< Twen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September 8, 2019 

 Wait. What? Jesus tells us to hate our parents and family? That seems a bit harsh, if  not totally 
over the top. Whatever happened to the meek and mild Prince of  Peace? Here Jesus is emphasiz-
ing something he’d said elsewhere: “Whoever loves father and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to be my disciple.” (Matt.10:37) But by saying “hate” his words shock us because they’re supposed 
to. 
 
 Truth be told, there are many people who actually do hate their parents, brothers, sisters, spouses 
or children— and for far less than following Jesus. Many times people argue with family members 
about money, possessions, careers and even politics. When we fight over these things, are we not 
putting them ahead of  our commitment to love and follow Jesus with our whole mind, soul, body 
and strength? It’s a question of  priorities. 
 
 Of  course we are called to love and honor our parents, spouses and families. But ultimately, who 
gave us these people? Eventually they will all be taken from us, one way or the other. But only one 
person has the power to restore them to us: Jesus. Let us take time to evaluate our lives and com-
mitments and make sure our devotion to the Lord is at the very center of  our existenc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8, 2019 (Year C)  No. 243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9:13-18b (12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Philemon 
   Philemon 9-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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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A.M. MASS 

Opening          O Breathe on Me, O Breath o fGod  650 
Breaking Bread Communion Bread of Life 369 

Breaking Bread 

Offering Amazing Grace  432 
Breaking Bread Closing Lead me, Lord  630 

Breaking Bread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Seo Yeon Choi•Katherine Park•Claire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ustin Jou•Ashley Na•Sara Kim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We Celebrate with Joy 271 
Breaking Bread Communion God’s Greatest Gift 292 

Breaking Bread 

Offering These Are Our Gifts 240 
Breaking Bread Closing Make Joyful Noise 158 

Breaking Bread 

Who can conceive  
what the Lord int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