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0일(가해) 2492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이 태 희  손 신 애  

8시 미사 김 지 은  김 병 민  김 철 순  

11시 미사  양 만 석  최 향 이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문 소 영  왕 은 희  신 은 혜 

화답송 

입당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파견성가 287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2회 솜씨 학생전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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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9월 20일 연중 제25주일이며 고국의 순교 성

인 축일인 “성 김대건 안드레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

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올해는 공교

롭게도 우리 순교 성인 대축일이 주일이어서 대축일 

미사를 주일 미사로 드립니다.  
 
  매년 9월 20일만 되면 동료 사제들로부터 축하 전화

를 받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Andrew Kim인 데다가 

오늘 축일 영어 명칭도 “St. Andrew Kim Tea-gon,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이기에 잊을 수도 없

고 미사 중에 자연히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모태 신앙의 친구 덕에 세례명을 잘 지어서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저도 오늘 영명 축일을 지

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조상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가문이 멸

족을 당하는 분도 있었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으며,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 와중에 잡혀서 배교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신앙

을 지키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지

내는 103위 성인은 그분들 중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

어 지난 1984년 이제는 성인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품에 오르실 수 있

었고, 또 지속적인 사료를 찾아내어 지난 2014년에는 

윤지충 바오로 복자를 비롯한 123위의 순교자들이 복

자품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곧 성인

품에 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분

들 이외에 현재에 하느님만이 아시는 수많은 순교자

들은 적어도 하느님 품에서 성인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사료에 의하면 죽음을 웃음으로 받

아들이며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목이 많

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경외의 떨림이 옵니다. 물

론 믿지 않는 이들이 미쳤다고 하겠지만 결국 “미쳐

야 미친다.”는 말이 있듯이 하느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신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어록으로 더 잘 알려진, 
필생즉사, 필사즉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하

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

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

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
카 9:23-24) 
 
  이는 삶의 역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살아

갑니다.  . 나아가  오래 동안 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합

니다. 이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
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

다.  
 
  언뜻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야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도 그 뒤를 따를 것 같지 

않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

성과 이를 증명하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집

과 가족을 즉시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내놓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

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두 제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들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회개한 바오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과 기적에 하느님

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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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지키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우리 신앙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뿌려

지고 자라나 겨자 나무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

다. 그리고 그 신앙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 1700년 후에는 세상의 반대쪽에 있는 조선에도 뿌

려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더 강한 열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전하는 

행복한 순교자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던 영원한 생명

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자라난 한

국 가톨릭 신앙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신앙을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살아가

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굳게 믿

으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의 굳건한 신앙에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

이지 않은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거친 바다를 헤치고 

항해를 하듯, 황량한 광야를 지나듯 세상살이는 고통

의 연속입니다.   
 
  삶의 어려움 하나하나에 연륜이 쌓이고 삶의 지혜가 

쌓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지혜보다 더 크게 우리 삶

에 작용하는 것은 두꺼운 나무껍질처럼 단단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부드러운 가지에 두터

운 껍데기와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사

방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의 고난이 한 번에 한 개씩 오면 나름 준비하

며 그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

다. 옛 어르신들의 말처럼, 좋은 일은 하나씩 오는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아이

러니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두

려움에 떨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적으

로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불안하고 나아가 오랜 흑

백 인종 문제가 다시 불거져 미국 여러 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태풍은 계속해서 남부를 강타하고 있

어 안타깝고 불안할 뿐입니다. 
 

  최근 허리케인 셀리의 위력에 남부에 또 수많은 수

재민이 발생하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면 들리는 허리케인의 피해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또 

8년 전 뉴욕에도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샌디와 같

은 태풍이 여기까지 불어닥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

다.  
 
  이러한 사정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

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때문

에 마약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자살하는 이들이 늘었다

는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현실적 고통과 두려움을 이

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혼자 극복하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함께 더불어 고

통을 나누고 위로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통과 두려움

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에 있으

며 구원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참조 마태 22장)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참조 요한 14: 
34-35) 이 말씀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

원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만이 살기 위해 노력하면 모두가 자멸하

게 되지만,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살피면 오

히려 모두가 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힘

들 때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

의가 오히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

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

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현세구복의 신

앙이 아닙니다. 우리 순교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지킨 

신앙이 자신들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신앙이 아니

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우리 조국이 하느님의 나

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

고 굶주린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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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를 받고 소외 받은 이들을 포용하는 평등의 세상

을 꿈꾸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

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지

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처

럼 우리 순교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응원하고 위로하

는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실을 우리 순교 조상들은 목

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

하십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억측 같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오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절망적이지만 않고 오히려 희망적임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상의 고마움을 재발견합니다. 
이웃과의 일상적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가 너

무나 일상적이어서 잊고 살았던 삶의 소중한 부분들

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특히 이웃의 소중함과 감사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

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문득문득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생각할 수 있는 

잠시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겹칠 때 불안에 떨기보다 오늘의 복음 말씀을 

되새기며 가장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지

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고 자연스럽게 내일의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의 신앙의 순교 조상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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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영어 미사인 어린이(12:30 p.m.) 미사가 현재  

한국어 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10월 1일(목) 7 a.m.  

(미사 • 분향 • 연도) 

한가위 성묘  

일시 : 9월 27일(일) 1:30 p.m.— 3:30 p.m. 

신청 마감 : 9월 24일(목) 5 p.m.  

제공사항 : 국화 화분, 송편, 음료수 

신청인 준비사항 : 묘지위치, 물통, 꽃삽 

문의 : 중앙 장의사 (718) 353-2424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영명 축일  

9월 20일(오늘)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0년 제28기 사목위원 명단  

2020년 새 사목 위원단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장  박영서 베드로 부회장 한기남 세레자 요한 

부회장 이성희 글라라 총무 이진원 요셉 

서기 이수이 데레사   

전례분과  부장 박노태 요셉 

차장 차장 양만석 스테파노 

구역분과  

부장 서병권 안토니오 차장 이동훈 안토니오 

차장 노정희 세실리아 차장 정인숙 벤첸시아 

사회복지분과   

부장 우지섭 다미아노 차장 김철중 안드레아 

홍보분과  

부장 김대영 가브리엘 차장 황혜성 카타리나 

선교분과  

부장 최인국 사무엘 차장 추영선 아네스 

행정분과  부장 임칠성 라파엘 

차장 전한별 라파엘 차장 박일국 가브리엘 

심신교육분과   

부장 홍정순 데레사 차장 고희만 분도 

청소년분과    

부장  손우정 저스틴 차장  임수빈 클라라 

알 림 

한국은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

몇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세

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

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일이

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

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

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 박해(1791

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

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

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

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를 시성하

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

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알 림 

우리의 정성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9월  20일 

미사 시간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걷기대회  

일정 : 9월 20일(오늘) 2 p.m.  

참가비 : $20.00 

장소 :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주소 :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문의 : (718) 888-9130 

풍성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 후원  

Course Sponsor : $300 (Pay to KCB) 

걷는 트랙을 따라 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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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개학  

초등부 개학일 : 9월 27일(일)  

이번 2020 가을 학기 초등부 주일학교는 비대면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학년 & 2학년 합동반  

 3학년 (첫영성체반) 

 4학년 & 5학년 합동반 

Pre-K 와 유치원반(Kindergarten)은 없습니다.  
 

중•고등부 개학일 : 9월 25일(금) 8 p.m.  

2020년도 가을학기는 매주 금요일 8 p.m.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독감 예방 접종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독감  

예방 접종을 성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개인 

주치의나 접종 가능한 곳에서 독감 예방 접

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학교 등록  

주일학교 등록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성당 웹싸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2020-
2021 주일학교 등록을 합니다. 성당 사무실에 비

치되어있는 등록서류나 온라인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등록서류 상단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문의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제2회 솜씨 작품픽업  

솜씨 사생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작품을 

9월 20일(오늘)부터 9월 27일(일)까지 성당 

앞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

다. 픽업 가능 시간은 1:30 p.m.까지입니다.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일을 설

정합니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없

습니다.  
3.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5.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
튼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

음 방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니다.  
6.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

인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9월  20일 

온라인 문자 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박스에 체크를 하

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됩니다.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central 홈페이지 https://
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에서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

하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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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in September  

By Fr. Joseph Veneroso, M.M.  

Blood Of The Martyrs, Seeds Of Faith 
<Feast of The Korean Martyrs> 

       Weekly Homily                                                                                                                                                  September 20,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As you no doubt have heard many tim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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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who 
learned the prayers and teachings by heart, then brought these back to the homeland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So why then did tens of thousands of Korean Catholics lose their lives? They took the Ten Com-
mandments seriously, especially the first commandment: “Thou shalt not have any other gods before me.” You 
see, being a Confucian country, praying for one’s dead parents was expected of the children. But in the cere-
mony for the dead (제사) the souls of the deceased were worshipped as gods (신). When Catholic Koreans re-
fused to perform 제사, the king saw this as undermining the entire Confucian system. It was considered trea-
son. Violent persecutions came in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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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September 20. What’s more remarkable, Korean Catholics once again perform 제사. 
They do this because they understand 신 to mean, not gods but spirits or souls. Also,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Mass, it’s referred to as 제사! But as we honor the sacrifice and memory of the Korean mart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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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Do we defend our church when others attack or mock it? Remember the Korean martyrs! They of-
fered their lives rather than betray their faith. We can at least offer our popularity or reputation.  

Announcements                                                                                     

 

Today’s solemnity recognizes the 103 martyrs who died 
while trying to evangelize in Korea during the nine-
teenth century. Among the group is the first Korean 
priest, Andrew Kim Taegon, his lay apostle Paul Chong 
Ha-sang, three bishops, seven priests, and many lay 
people of all ages and walks of life. Much of their work 
was done in secret because of persecution. All suffered 
extreme tortures in defense of their Christian faith. 
They were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during his 
1984 trip to Korea.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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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PROGROM 
 

JHS/HS PROGROM 
First day of Sunday School (JHS/HS) : Sept. 25th (Fri)  
 
Please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at  
http://www.stpaulqueens.org/2020-2021-sunday-
school-registration/ to register for the 2020-2021 Sun-
day School year.  
Please fill out either the online registration form OR 
the physical copy in the church office, not both.  
Payment information is listed in the form at the very 
top of the form.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email John Han 
at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Responsorial Psalm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Entrance Antiphon 
The Blood of the holy Martyrs was poured out  

   for Christ upon the earth;  
   therefore they have gained everlasting rewards.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3:1-9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31b-39 
Communion Antiphon 
   Everyone who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I will acknowledge before my heavenly Father,  
   says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

◎

◎

◎

What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omssi 2020 Student’s Drawing Contest Award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