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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70번 
61번 

자애로운 예수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파견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김 정 윤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최 혜 숙  정 봉 재  김 신 화  윤 건  

9시 30분 미사  Irine Cho Andrew Oh Audrey Oh  

11시 미사  김 영 진  강 석 구  김 정 옥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Student  정 재 연  Lucas Lee  안 영 남  

5시 미사  문 소 영  박 지 은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이미첼 김남효 박여원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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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24주일    

마르코 복음 8장의 시작은 주님께서 빵 일곱 개

로 사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바

리사이들과 헤로데인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

하며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빵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음은 이런 일들이 있은 직후 주님께서 제자들에

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신 이유는 

당신의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

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좀 더 가르쳐 주

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베드로 사

도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

서는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

하시면서 당신은 수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대

가 있었고 그 기대에 어긋나는 수난에 대한 예고

를 듣고 제자들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

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붙

들고 수난 예고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고 오

늘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는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자마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예수님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

님께 혼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국 번역본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

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Get behind me, 

Satan!”, 번역을 하면 “사탄아, 내 뒤에서 따라라”

라고 번역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은 무

섭고 확실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모

습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시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가 자신의 위치와 초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

신 것 같습니다. 

  “내 뒤에서 따라라”라는 말씀은 마르코 복음 시

작에서 처음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 1,18-20 에

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마르코 복음

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또한 주님의 삶을 그

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

님의 삶과 죽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초심을 잊어버린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인간적인 기대감에서 나온 생각으로 얘

기하다 예수님께 무척 혼납니다. 주님의 꾸지람

은 베드로 사도를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 제자로

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

님 뒤를 잘 따라가게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적이 

없는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

계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잊고 주님께 내 생각

만을 고집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세상의 것에 현

혹되어 신앙생활의 초심을 잊고 하늘나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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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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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중 제24주일 9월 12일입니다. 가을의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구월입니

다.  

 

  그런데 어제 9월 11일은 9.11사태의 20주년이 

된 날입니다. 20년 전 어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으로 시작한 날이

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 아침 출근하다 날씨가 

너무 좋아 버스에서 미리 내려 커피를 사서 마시

며 걸어서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20년 전 어제는 그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비극의 날벼락이 난 것입니다. 테러리스

트의 만행으로 트윈 타워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리고 수많은 인명이 그 잿더미 속에 묻혀버리

는 잔인무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

옵니다. 당시 저의 첫 본당에도 8분의 희생자가 

있었고 그분들의 장례 때마다 온 신자들이 참여

하여 애도를 표하며 서로 위로하기도 했었습니

다. 비극 속에도 하느님은 계셨고, 하느님의 사랑

은 서로 아픔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면서 더 따듯

하게 드러났습니다. 

 

  악마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

에 대한 악마의 악의적 행동에서 우리는 하느님

의 사랑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설적 구원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베드로는 “스승님[예수

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

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은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

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16: 16) 그리고 루

카 복음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9: 20) 

 

  오늘의 복음은 공관 복음 모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베드

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당신의 다가오는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

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 알

려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은 

이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

다. 이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따라갈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죽

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뜨뜻미지근

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세상 적으로 참

으로 위험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님의 도움으로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 없이 고통을 

위로받기 위한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

전히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따름으로써 세상 적으로는 어

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결국 하느님께 영광으로 드리며 절대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닌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봅

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를 부르신 것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뒤에서 따라 오라고,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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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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참 어려운 신앙에 초대받았고, 그 초대

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잊고 넓고 편한 문을 기대한

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잘못된 선택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에서 하느님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은 매번 어렵습니다. 매번 실패하더라도 포기하

지 않고 언제나 고민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하려

는 노력이 하느님의 눈에는 예뻐 보이실 것입니

다. 마치 걸으려고 일어서다 매번 쓰러지는 아기

가 예쁜 것처럼……따라서 그 노력만으로도 충

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

다.  그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

눅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

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

만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

입니다. 힘든 이에게 힘을 보태주고 슬픈 이를 

위로하려 하는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잘

못을 지적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엄마. 난 커서 엄마한테 장가 갈 거야! 또는 나

는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하는 아이의 거짓말(?)

에도 흐뭇하게 웃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

겠다는 우리의 결심에 흐뭇하게 웃으시는 하느

님의 미소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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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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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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박영서 베드로  $3,000 

2 추영철 미카엘  $2,000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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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헌   

안나회 사과밭 나들이  

코비드19 검사  

로사리오회 월례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1일(화)  7 a.m. 

(미사 • 분향 • 연도) 

2021-2022 주일학교 등록  

주일학교   

성제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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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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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알 림 

생활 상담소  

2022년 달력 광고주 모집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요셉회 월례회  순교자 성월이란  
 

생활 상담소 정기상담 실시  

하상회 월례회  

울뜨레야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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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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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this congregation and every congregation of God’s people may faithfully follow the Lord who 

has passed through death to new lif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scandal of suffering may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believers but a challenge to trans-

form all things in Christ,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ick and aged, who experience the cross in an acute way, may also experience more strongly 

the consoling power of God,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faith we profess may be manifest in the deeds we perform in Christ’s nam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joyful celebration of this Eucharist enable us to pass from deathly pride to new life in the 

Spirit,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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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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chool 2021-2022 Registration  

2021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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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orial  

Psalm 
I wi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0:4c-9a (131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mes 2:14-18 

Communion Antiphon 

   How precious is your mercy, O God! The children  
   of men seek shelter in the shadow of your wings.  

Psalm 116:1-2,3-4,5-6,8-9 

Even Saints Make Mistakes  

<Twenty-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asked, "Who do you say that I am?" Simon Peter answered correctly,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Yet just a few sentences later, Jesus is calling him "Satan." What happened? First of all 
let's established that this really happened. How do we know? Because it's a total embarrassment for the 
head of the apostles to be called "Satan" by Jesus. No one would make that up. By WHY did Jesus do 
this? Because Peter was trying to avoid the mystery of the Cross. Without the Cross, there is no salvation, 
no Christ. Jesus came to show us the depth of God' love for us, but Peter, like Satan, was trying to avoid 
the Cross. 
 
  Here, Satan is not the scary monster created by Hollywood. Satan means "adversary." Satan opposes the 
humanity, vulnerability and the mortality of Jesus and tries to block it wherever possible. Jesus wanted to 
do the will of God by dying on the cross to show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stop loving us. 
It was difficult enough without Peter making things worse. But there is another lesson here. We consider 
Peter our first Pope. Yet here he clearly made a serious mistake. Popes, like people, are not perfect. Like 
them, we too are called not only to be disciples, but to be saints, not because we are perfect but because 
God loves us---despite our faults, failures and, yes, even our sins. 

I  will  demonstrate  my  faith  to  you  
From  my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