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3주일                                                                    2018년 9월 9일(나해) 2384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방 진 우  장 미  박 지 희 

8시 미사 오 규 화  윤 석 채  박 만 선  정 길 수  

11시 미사  정 병 숙  정 기 형  하 명 주  박 해 성 

6시 미사  신 은 혜 이 승 룡 문 소 영  이 미 첼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19번 
218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성가  
 

501번 
176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믿음 소망 사랑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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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

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얘기하면서, 기적을 행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 이신지를 가르

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목

격하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일독서) 떠올리면

서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놀라 말하

는 것에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

다리던 구세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훌륭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어로는 “보기 참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참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

조하실 때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보기 참 좋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예

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임을 알려주고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면받고 사는 사람들을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죄까

지도 당신의 자비로 용서를 해주심으로써,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을 오늘 복음에서 묵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믿

는 이들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세

속적인 겉모습을 보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대우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 된 것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슨 직업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권력이 많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 옹기종기 

모여앉아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다 같이 모시는 형

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합

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세속적인 소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

고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의 기준

은 차별 없이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듯 사랑의 베풂

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배품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

을 주는 사랑,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버림

받은 이들을 감싸주는 사랑,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

는 이들에게 치유의 사랑을 주고, 잘못된 것을 하느

님의 정의로 바로잡고 쇄신할 수 있게 기도와 단식의 

희생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주님의 

기준일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주님의 사랑의 기

준에서 우리가 이탈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어 교회에 쇄신을 가져다주셨습니다. 그 구

군가가 한 개인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수도회

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 하느님의 이러한 역사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의 

일어나는 교회 안에 폭풍이 한차례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모든 평신도을 통해서 교회가 신

앙의 가장 근본인 사랑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각 개인의 쇄신은 기도와 희생, 단식과 회개 그리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교회의 쇄신도 우리 모

두, 특히 수도자, 성직자, 주교 그리고 교황님의 기도, 

희생, 단식 그리고 가장 중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

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교회안에 어떤 폭풍이 일어났어도 주님께서 교회의 

쇄신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해오신 차별 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모든 피해자들이 당신 자비와 사랑 

안에서의 치유 해주시고, 주님께서 변함없는 성실한 

신앙으로 교회를 믿고 사랑으로 따르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께도 마음의 치유를 해주십사 기도드리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므

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

고, 평신도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성령 하

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믿는 사람은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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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열려라! 
 
 대학시절에 쌀쌀한 어느 가을 단풍이 만연할 때 친

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외로 나가는 데 한 녀석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팬을 틀어 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차라 팬은 고장 나 있었고 창문을 열자니 날

씨가 쌀쌀해 그냥 참으라 핀잔을 주고 한참을 달리니, 
다른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답답하다고 불평을 합

니다. 창문을 여니 차갑지만 신선한 바람이 차 안을 

가득 채워 추운 줄도 모르고 모두들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햇살에 여울지는 단풍

과 함께 찬 바람을 맞으며 라디오의 노래를 따라 하

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갇힌 것보다 추운 바람이 훨씬 신선하고 

좋은 것처럼, 하고자 하는 데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절

실하게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즉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아직 영

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1775년 독립을 열망하는 

애국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패트릭 헨리 (Patrick 
Henry)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liberty, or give me death!”)  
 
 유대인의 성조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산을 정리하여 동쪽으로 떠난 이래 유대인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유목민으로서

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푸른 초원을 찾아 가축을 이끌고 떠도는 삶은 

불편하면서도 또한 언제나 새로움에 도전하는 진취

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극심한 가뭄에 이집트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 정착 생활은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

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제적 궁핍을 해결

하기 위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은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노예로 전락한 당신

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자유를 줍니다. 오랜 노예 생활은 차갑지만 신선한 바

람보다는 답답하더라도 따듯함에 편안함을 느끼듯 40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그 투덜거

림 속에서도 그들은 여정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 변

해갔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불편함을 주었지만, 또한 

서로 도우며 극복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을 이해하고 따릅니다. 레위기의 

19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이삭까지 거두어서는 안 된

다……이웃을 억눌러서는 안된다……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등등입니다.  
 
 결국 자유는 스스로 도우며 함께 더불어 행복을 영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게 약속하신 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먹어서 말도 못 하는 한 소외된 죄

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

로 초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여 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육체적 영적 구속에

서 예수님은 풀어 주시고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굳게 닫혀 있어서 답답하여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이 있는지요? 아마 있다면 그것

은 우리의 굳은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 열려있는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닫혔다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두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시도록 파란 하늘과 설레게 시원한 가을바람을 온

몸으로 온 맘으로 맞으며 서로 바라보며 빙그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일 (9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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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안나회 효도 관광  

일시 : 9월 8일(토) - 9월 9일(오늘) 

Virtus 교육 

특별헌금  

 

전신자 대상 교적 정리  

9월 1일(토)부터 전신자 대상으로 교적정리가 진

행중입니다. 현재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 
사목회 주관으로 미사 전 후 시간에 교적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는데 적극적

인 협조 바랍니다.  
구역분과에서 교적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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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도 뜰”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바자회 좌대신청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제24회 설봉 장학생 선발 유패밀리 재단  

 

광고주 모집 

2019년 달력 광고주 모집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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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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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일학교 개학  

개학 : 9월 9일(오늘) 

2018-2019 방과 후 공부방 등록 안내 

기간 : 

시간 : 3 p.m.— 6 p.m.  

대상 : 유치원(Kinder) - 5학년 

등록 : 수시 등록 

문의 : 교무실 (718) 321-0095  

       사무실 (718) 321-7676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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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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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회 효도관광 후원  

2019 부활 예비자 교리 개강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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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18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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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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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비 : $40 (2일간), $20 (1일간) 

연령회 월례회 

9월 9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요셉회 월례회  

9월 11일(화)   11 a.m.  교육관 채플 

로사리오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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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모, 강석구, 박종근, 오경균  

 

  

  

생활 상담소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안나회 월례회     9월 11일(화)   10 a.m.  성전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9월 16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9월 16일(일) 2 p.m.  채플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9월 9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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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2nd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Septemb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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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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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h (Today) 
Anyone wants to register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for more information.  

Cherubim Choir Orientation 
Grade : 1st Grade - 5th Grade  
Date : Sep. 9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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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ime : 9:30 a.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 Choir Room   

2018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21 (Sun) 
Time : 9 a.m. - 4 p.m. 
If you wish to have a booth,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or Luke Lee at (718) 902-4884 by 
October 8 (Sun). 

Free Flu Vaccinations 
Date: Sep. 16th (Sun)  9 a.m. - 1 p.m.  
Place: Church basement  
Please bring the ID (first come first serve) 
Questions: Nurses Association 



Universal Prayer 
                        

 That the Church may truly be ‘universal’ and without distinctions between races and classes 
between its peopl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people everywhere are able to hear the word of  God and respond to it in freedom.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disabled and infirm: that people are sensitive to their needs by following the example 

of  Christ and not shun them.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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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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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A few years ago a young Protestant minister in the Washington, D.C., area was assigned to a new 
church. But before reporting for duty, he tried an experiment. He put on ragged clothing, didn’t bathe 
and let his beard and hair grow unkempt. Then he placed himself on the sidewalk not far from the en-
trance to the church. Even on a Sunday morning no one bothered to look at him, much less talk to him 
or offer him something. That minister had some interesting things to tell his parishioners in his first 
sermon. For one thing, the poor, it seems, are invisible. 
 
  Then again, so are the elderly and the foreigner. But if that is the case, so too is Jesus. If we have 
trouble believing Jesus is in the Blessed Sacrament, maybe it’s because we fail to recognize him in the 
least of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beggar at our gate. 
 
  Jesus is in everyone we meet, if only we have eyes to see. True, sometimes his disguise is very 
convincing. But just think how much better the world would be if Catholics, at least, learned to recog-
nize Jesus in disguise.  

       Weekly Homily                                                                                                                                                       September 9, 2018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9, 2018 (Year B)  No. 2384 

 

Christine An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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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orial 
Psalm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9:30 A.M. MASS & 12:30 P.M. MASS 

Opening          66 
Breaking Bread Communion Amazing Grace 

Now We Remain 
433 
508 

Breaking Bread 

Offering I Have Loved You 603 
Breaking Bread Closing Lead Me, Lord 630 

Breaking Brea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