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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287번 

예물준비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78번 
187번 

 성체 앞에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성 진  이 철 선  이 영 경  박 현 숙  

8시 미사 박 만 선  윤 석 채  윤 경 숙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Christine An Christopher Park Joseph Kim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김 디 나  한 해 남  

12시 30분 미사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이 미 첼 김남효 전가별 박여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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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오늘 미사는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

오로와 첫 번째 사제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미사로 봉헌됩니

다. 한국 천주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녔

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9월 달

을 순교 성월로 지냅니다. 특별히 9월을 순교 성월로 

지내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신앙 선조들이 하느

님 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날이 9월 20일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을 순교 성월로 지내고 9월 

20일을 한국 순교자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3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 없이 신앙이 전해

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과 문

화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사상의 한계를 겪고 있던 조선은 많

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의 한계는 정

치와 학문에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굶주

리고 헐벗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조선의 성리학사상을 극복하고 

백성들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사상을 연구하던 중에 

천주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하느

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결과, 한국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는, 두 번째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대교회 신자

들이, “성사”와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중국 교

회를 통해서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어 사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세상에 알려지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

입니다. 1791년 조상 제사 문제로 발생한 신유박해로

부터 시작된 박해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조정에 의

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날 때까지 약 100여 년간 크고 

작은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신유박해(1801

년), 기해박해(1838-1841년), 병오박해(1846년), 병

인박해(1866-1873년)는 규모와 의미면에서 큰 박해

라고 해서, 4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발생한 첫 번째 박해였던 신유박해는 조상

제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있었

던 박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지배층에게 성리학이라는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천주교인

들은, 체제에 대한 반역자들이었고, 사회를 어지럽히

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 후기 불안한 정

치 상황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의 징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서양의 종

교인 천주교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의한 4번에 대대적인 박해와 크고 

작은 박해를 거치면서도 신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

어갔습니다. 저는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이 늘어난 이

유를 조선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해당하는 백정

이었던 “복자 황일광 시몬”이 재판장에서 했었던 말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자 황일광 시

몬”의 말을 간단히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백 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백

정으로 태어나 개, 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던 

내가 천주교 교우가 된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

터 사람대접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 난 천주

를 알기 전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나 자신이 백정으

로 살아가던 때엔 세상 모든 것이 증오스럽고 나를 낳

아 기르신 부모님은 물론 나 자신마저 미워하고 증오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사학죄인, 천주학쟁이로 

죽어가는 이 순간,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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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다. ……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정으로 태어났다가 천자, 하느님의 아들로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국 천주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문연구의 과정에서 자발성과 역

동성을 갖고 시작한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를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

금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신

앙 선조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이

기 때문에,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본받는 것이 먼 이야

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선

조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사

상을 찾았던 지식인들의 모습,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인 교황청에까지 서한을 보내면서 역

동적으로 사제를 청하며 간절히 미사성제를 원했던 모

습, 그리고 모든 인간이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생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고, 잊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

각합니다.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전해 들었고, 

이제 전해야 할 신앙 선조들의 모범이 무엇인지 기억하

고, 이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한국 순교 성인들에게 전

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25주일 9월 19일로 내일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

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오늘로 이동하여 경축합니다. 

이는 우리 주보 성인 축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브루클린 교구

의 4개 한인 공동체가 합동으로 현양 미사를 드렸지

만 현재는 코비드 사정으로 합동이 아닌 각 본당 자

체로 기념 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미사를 통해 4개 공동체가 우리 순교 성인

들의 전구와 굳은 신앙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

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오늘 드디어 우리 본당 주일학교

가 1년 6개월 만에 개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학생 약 50명과 중,고등부 100여 명이 등록하여 주일 

학교를 대면으로 시작합니다.   

 

  대면 수업이 감염 위험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방역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인성과 신앙 교육으로 이득이 더 크다고 합

니다. 사실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은 서로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사회성 개발을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

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들을 위한 백신이 없기에 부

모님들의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

실입니다. 그래도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봅

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 토요일 한국학

교를 개강하고 오늘 주일 학교를 개강하는 데 있어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교육관을 사용하는 여러 단체원들은 방역

에 최대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교 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듣는 복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

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

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

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루카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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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9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9월 21일(화)  7 a.m. 

(미사 • 분향 • 연도) 

특별헌금  

한가위 감사 송편 나눔  

일시 : 9월 19일(오늘) 모든 미사 후  

한가위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송편을 

매 미사 후 나누어 드립니다. 송편 준비 시간  

관계상 9월 18일(토) 특전 미사는 못 나누드립

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우리 순교 성인들은 이 말씀을 충실히 따라 목숨

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희

생으로 우리는 굳은 신앙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신앙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 성

인 중 ‘바오로 정하상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교리 교육을 통해 신자 교육에 전념했

던 분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신 분입

니다. 이렇게 주보 성인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 공동

체는 평신도의 강한 신앙으로 많은 역경을 이겨내

고 현재 세계적인 팬데믹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

내며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성으로 우리 공동체는 다른 이웃들

을 위로하며 도와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신도 사도직을 일상에서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합

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교 성인의 영성을 이어받은 우리

는 단순히 각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상생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일상에서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

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 사명을 잘 알고 이를 실천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

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

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 성인처럼 우리도 목숨

을 내놓고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

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유

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그리고 순교성인들의 전구를 빕니다.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들은 저희를 위하여 빌

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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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업무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의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이 연

장 되었습니다. 사무실 업무는 사무실 건물안에

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 : 9 a.m. - 6 p.m. 

화요일 : 9 a.m. - 10 p.m. 

목요일 : 9 a.m. - 9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공동체 소식                                                                                                                   2021년 9월 19일 

미사 시간  |  Mass                         

코비드19 검사  

일시 : 10월 3일(일)  9 a.m. - 4 p.m.  

장소 : 성당 주차장 

주최 : 퀸즈성당 사목회  

알 림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박영서 베드로  $3,000 

2 추영철 미카엘  $2,000 

3 권명숙 로사  $1,000 

4 프란치스코 재속회  $500 

5 정혜숙 엘리사벳 $500 

6 한솔잔치 $300 

7 이진원 요셉 $300 

8 공보석 $100 

물품 도네이션  

1 부부한의원  명민원(한방 치매치료제) 3박스  

2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10 박스  

3 임보석  진주 목걸이 1개 

4 익명 한아름 상품권 $500 

5 뉴마트 뉴마트 상품권 $500 ($50X10매)  

6 아리따움 $250상당의 화장품 세트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영명 축일  

9월 20일(월)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알 림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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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9월 19일 

알 림 알 림 

특별헌금  

 

  

 온라인 헌금  

  

 
 

  

  

로사리오회 송편과 빈대떡 판매 

2022년 달력 광고주 모집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경로잔치 도네이션  

지난 9월 14일(화) 경로잔치에서 유숙경 수산나 

자매님께서 음식 일체를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lushing 1구역 1반  

베드로회 월례회  

반모임  

도네이션 

생활 상담소 정기상담 실시  

울뜨레야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사목회•단체장 합동 회의  

Bayside 구역 4반  

간호사회 월례회 

꼬미시움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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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1년 9월 19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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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2021년 9월 19일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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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Church Office Hour 

Mon. Wed. Friday: 9 a.m. - 6 p.m.                           

Tuesday : 9 a.m. - 10 p.m.                                      

Thursday : 9 a.m. - 9 p.m.                                              

Saturday: 9 a.m. -9 p.m.            

Sunday: 8 a.m. - 6 p.m. 

  

 

 That the church continue to seek out the charisms of service in its member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who serve at every level of government treat all people with fairness, justice and compas-

sio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followers of Christ show compassion to people who are poor or suffering,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celebrate this Eucharistic mystery receive strength – those here present, those united 

with us in holy Communion at home an the ministers who visit them, we pray to the Lord. ◎  

 For remembering the faithfully departed this year for Chu-seok: that we may see them again feasting 

in the Garden of Eden with Christ.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September 19, 2021 

3rd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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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2021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COVID Test  

2021-2022 Sunday School  

Hangawi (Chuseok) Mass  

Father Andrew Kim Feast Da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Responsorial  

Psalm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3:1-9 

Second Reading  

    
   Romans 8:31b-39 

Communion Antiphon 

  

Psalm 126:1bc-2ab,2cd-3,4-5,6 

Blood Of The Martyrs Are Seeds Of Faith 

<Feast of The Korean Martyrs>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church not founded by foreign missionaries. 
Rather, the faith came to Korea through Korean lay people in trade delegations to China. They learned the prayers, 
hymns and teachings by heart, then brought these back to the homeland to share with their family and neighbors. 
In short order, many received Baptism into the Catholic Church. They took the Ten Commandments seriously, 
especially the first commandment: “Thou shalt not have any other gods before me.” You see, Korea being a Con-

fucian country, praying for one’s dead parents was expected of all children. But in the ceremony for the dead (제

사) the souls of the deceased were worshipped as gods (신). When Catholic Koreans refused to perform 제사, the 
king saw this as undermining the entire Confucian system. It was considered treason and a threat to civil harmony. 
At one point, so many beheaded bodies were thrown into the Han River, the water ran red with blood. 
 
   Fast forward 240 years and 103 of those who died for the faith have been canonized as Catholic saints, whose 
feast is tomorrow, September 20, but whom we honor today. Some Koreans rightly take pride in being descend-
ants of the Korean martyrs. Did you know our own beloved Fr. Thomas Cheong, who founded our parish, was a 

descendant of St Paul Cheong Ha-Sang? What’s more remarkable, Korean Catholics once again perform 제사. 

They do this because they now understand 신 to mean, not gods, but spirits or souls. Also, in the Korean transla-

tion of the the liturgy, the Mass is referred to as 제사! As we honor the sacrifice and memory of the Korean mar-
tyrs, we should also reflect on our own lives. How do we witness to the faith? Do we make the sign of the cross in 
a public restaurant? Do we defend our church when others attack or mock it? Remember you are the spiritual de-
scendants of the Korean martyrs! They offered their lives rather than betray their faith. We can at least risk our 
popularity or reputation.  

Any other creature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