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4주일                                                                    2018년 9월 16일(나해) 2385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김 수 진  이 재 명  윤 수 연  차 충 재 

11시 미사  최 혜 숙  서 병 권  최 향 이  한 경 수  

6시 미사  한국 순교자 현양 미사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210번 
22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7번 
188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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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시즌이 9월의 중순 올해도 예외 없이 남쪽

에서는 거센 태풍인 플로렌스가 몰려오고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백만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

무리 거친 폭풍이라도 잘 대비하면 무사히 넘길 수 있

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많은 재산 피해가 예상되

나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드립시다. 

 

 또한 9월은 한국 교회의 순교 성월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순교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 신앙의 근간

은 바로 오늘 연중 24주일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

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

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코 8: 

34-3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

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도 예수

님은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세파의 흐름에 따라 흘러

가듯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

며 그렇게 안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강조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8장은 지난 주일 말 못 하는 귀머거리를 

치유하신 후 갈릴레아에서 군중 사천명 가량을 일곱 

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

은 음식이 일곱 바구니나 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후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에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카이사리아 필리피로 가

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당시 신도읍지로 헤르만 산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이 나는 곳으로 요르단강의 

원천이기도 하며, 많은 신전이 위치하여 많은 이들이 

샤머니즘적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

서 수많은 이방인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

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

님 일행의 행색은 남들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

신의 정체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

을 요구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해주시고 이를 비밀에 

부칠 것을 명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를 “메시아의 비

밀”이라고도 하고 Devine Secret”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마르코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밀의 함구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

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의 기적 목적은 당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이 믿

게 하려는 한 수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개

인적 구원을 넘어서 세상 구원이고, 이는 예수 그리

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보

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세

상이 믿고 변할 때 가능함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그 기적을 소

문내어 그 본질을 오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목적과 방법을 이

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함부로 그 정체를 드러내

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사 목 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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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고백합

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

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

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베드

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

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

으십니다. (참조 마르코 8: 27-33)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

니다. 하느님의 일이 현세구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내세구복입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

세구복은 바로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

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공명과 성공과는 거

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나라가 아니며 몇몇의 권력

자의 나라가 아니며 군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

다. 때문에 하느님의 일은 세상적 지혜로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바보 같은 일, 즉 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

니 베드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이를 예수님이 꾸짖

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는 오

늘 처음 말씀하시고 9장과 10장에 걸쳐 총 세 번 말

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구원을 위한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는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 예루살렘

으로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세상적으로

는 죽음을 향한 여정이지만, 하느님의 일로는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세상은 수난과 죽음의 삶의 

끝과 저주를 말하지만 하느님은 궁국의 축복인 부활

의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준비일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느

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 16세기 대륙의 동쪽 

끝 조선에 닿았고 그 말씀은 많은 사화와 박해를 발판

으로 싹을 틔워 자라고 19세기에 드디어 방인 사제를 

배출하고 그 첫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또한 피를 흘리며 더 굳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성인은 당신이 옥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신

자들에게 편지로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십니다.  

 

 “이런 군란 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

치하여, 성교회에 영광을 더하고 하느님의 착실한 군

사와 의로운 자녀 됨을 증거하고 비록 여러분의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어, 사랑을 잊지 말

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십시

오.”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옥중 서한 중) 

 

 오늘도 그 신앙은 우리의 가슴에서 자라납니다. 세상

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려는 신앙

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

워지고 무한 경쟁이 만연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

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

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

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

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코 8:34-

35) 



 

 

셋째 주일 (9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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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s 교육 

특별헌금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6일(오늘)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시 : 9월 16일(오늘) 9 a.m. - 1 p.m.  

장소 : 성당 친교실  

2018년 “기도 뜰”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바자회 좌대신청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일시 : 9월 20일(목)   7 a.m. & 8:30 p.m.   

한가위 성묘 
9월 20일(목)    9:00 a.m.  성당 앞 출발 
                    9:30 a.m.   
성묘장소 : 세인트 찰스, 파인론, 무궁화 동산 묘지 
버스 탑승자는 전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성묘용 꽃, 송편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문의 : 중앙 장의사  (718) 353-2424  
예약 마감일 : 9월 17일(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4일(월)  7 a.m. & 8:30 p.m.   
(미사ㆍ분향ㆍ연도)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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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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자 대상 교적 정리  

장소 :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협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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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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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설봉 장학생 선발 유패밀리 재단  

 

광고주 모집 

2019년 달력 광고주 모집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 부활 예비자 교리 개강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영명 축일 

9월 20일(목)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시 : 10월 7일(일)   1:30 p.m.  
장소 : 성전  

접수 마감 : 9월 23일(일)  

유아 세례 부모교육  

일시 : 9월 29일(토)   8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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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9월 16일 

반모임  

울뜨레아 팀 회합 및 월례회 

일시 : 9월 16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복사단 모임  

9월 22일(토)   1:30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이번달 베드로회 월례회는 순교자  

현양미사로 대체합니다. 

 윤기춘, 이봉자, 정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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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9월 16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9월 16일(오늘) 2 p.m.  채플  

꼬미씨움 평의회 

일시 : 9월 23일(일) 2 p.m.  성당 친교실  

Fresh Meadows 구역 1반  

반장 : 조재홍 레지나 (718) 263-5788 

사목회의  

9월 26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9월 16일(오늘)   11 a.m.  미사 후    

Bayside 구역 미사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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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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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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Septembe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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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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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Marriage Pre Cana 
Date:   1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30  
Question: Church office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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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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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th (Today) : Catho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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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2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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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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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Andrew Kim Feast Day 
September 20th is St. Andrew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Andrew Kim.  

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Sunday School 

Infant Baptism  
Oct. 7th (Sunday) at 1:30 p.m.   
Submission due : Sep. 23rd (Sun)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Sep. 29th (Sat) at 8 p.m.   
Place : Education Center  



Universal Prayer 
                        

 For Pope Francis: that he may keep the church in the faith of  Peter.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government: that they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ir constituent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discerning to follow the path of  Christ: that they heed the call to serve His flock.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remember the members of  our community who are silently suffering the difficulties 

of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ouls of  the recently departed may be with the Redeemer who suffered with them. 

We pray to the Lord. ◎  

11 

By Fr. Joseph Veneroso, M.M.  

  We cannot escape the cross in our life. Our only option is to decide what role the cross will play in 
our lives. We can carry our own cross; help others carry theirs; place a cross on other’s shoulders; or 
stand at the foot of the cross as we watch those we love suffer. None of these is pleasant. But if we 
join our cross to that of Christ, we can transform the cross from being a source of suffering and death 
to one of love and new life. 

  Consider the caterpillar. It’s life consists of eating and sleeping. But when the time is right, it must 
die to its old caterpillar way of life to become something beautiful and new. It spins a cocoon and 
“dies”. What emerges is at once the same thing but entirely different. A butterfly does not resemble 
the caterpillar it came from. Yet they are the same life. Clearly God is giving us a sign from the natu-
ral world that death is not the end and that something wonderful awaits us on the other side of our 
tomb-like cocoons. 

  If we want to be a true follower of Jesus, we must also pick up our cross, that is, the opposition, 
ridicule and rejection of the world for proclaiming God’s justice, mercy and love. We must die to our-
selves. Everyday. As Catholics, we not only make the sign of the cross, but everything we say and do 
should be the sign of the cross 

       Weekly Homily                                                                                                                                                     September 16, 2018 



  

24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16, 2018 (Year B)  No. 2385 

 

Jayson Choi Ethan Lee Annie Mu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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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374 
Breaking Bread Communion This Bread That We Share 

Bread of Life 
321 
370 

Breaking Bread 

Offering There Is a Longing  402 
Breaking Bread Closing 429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Children of God 40 
Children’s Mass Communion God is So Good  291 

Children’s Mass 

Offering Here I am, Lord 237  
Children’s Mass Closing Make a Joyful noise 

158 
Children’s Mass 

 

I will demonstrate my faith  
to you from my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