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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19번  

입당송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김 성 진  지 명 은  

8시 미사 오 규 화  홍 길 려 윤 건  

11시 미사  박 의 진  최 현 진  오 세 정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왕 은 희  왕 은 희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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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26주일  

  가장 가까운 동기 신부들과의 관계를 떠올려보

면, 확실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솔직하게 마음

을 열어놓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허물이 없는 친구 사이에서는, 너무 허물이 너

무 없는 나머지, 말도 서슴없이 하고, 화도 쉽게 

내고, 거절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친한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귀찮아도 조심스럽게 말하며, 쉽게 거절

하지 못합니다. 이는 동기 신부들 사이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의미이기보다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음

을 뜻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드

릴 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을 포장하지 않고, 있

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 앞에서 솔직히 자기 생각을 표

현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

혹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의 솔직한 생각

을 아뢰기보다, 자기 생각은 감추고, 무조건 하느

님의 뜻만을 찾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

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잘못되

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떤지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 앞에서 굳이 자신

을 감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

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속에

서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단

호하게 “싫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들은 너무 단호하게 아버지의 요구

를 거절합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어 일을 하러 가

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태도는 버

릇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안에서 맏아

들의 솔직한 모습에 대해 좀 더 관찰해 보게 됩

니다. 무례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맏아들에게 거

짓은 없었습니다. 너무 솔직하지만 거짓이 없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누군가와는 불편

한 사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에서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일을 하러 가겠

다고는 했지만, 정작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싫다고 대답하면 꾸

짖음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마음에 없는 소

리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

지 않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펼쳤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기도 중 하느님과 

대화를 할 때, 어차피 내 뜻대로 할 생각이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말

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나의 의지와 상관없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은 바

람직하나, 아버지와 좀 더 솔직히 대화를 나눈다

는 면에서, 사실 자기의 의지는 어떠하다고 말씀

드리는 점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도 다시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듣기 좋은 말씀을 아뢰는 것

이 아닙니다. 나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 속에서 하느님과 진

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맏아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되었

는지도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생각

을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난 뒤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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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중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확실한 입장을 지니고 있듯이, 아버지께서도 분

명 무엇인가 원하시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도 헤아려 보

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허물없는 관계를 맺는 

것은 나 자신의 입장만을 솔직히 아뢰는 것만이 

  오늘은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을 지냅니다. 어
느새 미사를 재개한 지 3달이 되어갑니다. 코로

나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어렵

게 하고 우리의 만남을 어렵게 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예전처럼 두려움

에 떨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역과 감염 방지 

노력으로 우리 주변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예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줄고 어느정도 예전의 모

습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염 방지를 위

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소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요즘 노던 블루버드를 지

나다 보면 대부분의 식당들이 인도와 차도에 테

이블을 차리고 영업을 합니다. 점점 많은 이들이 

식당을 찾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

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방을 막는 천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환기가 안 돼 실내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또한 테이블 간의 거리도 

너무 가까워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기도 전에 다가

오는 독감 시즌을 걱정하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

다.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세가 비슷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

감 예방주사를 권장합니다. 물론 예방주사를 여

러 가지 이유로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방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일상생활에

서 습관적인 개인위생이며 감염 방지 수칙입니

다. 이에 우리 본당도 계속해서 방역에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본당 식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가슴 벅차게 미사에 참례하고 

또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려는 것입

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본당의 사목 위원의 이취임식 

있었습니다. 한 해남 요셉 회장님을 위시로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 본당을 위해 애써온 27대 사

목회의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임명된 박영서 베

드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28대 사목회가 발족

하였습니다. 
 
  27대 사목 위원은 다른 여느 사목회와 마찬가지

로 열심히 봉사를 하였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바

이러스로 인한 사회격리 기간 중에 성당 문도 잠

기고 미사도 없는 상황에서 힘든 우리 공동체원

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와 힘

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아니라, 하느님의 솔직한 마음도 헤아릴 줄 알 때

에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 자

신이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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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기도를 27대 사목 위원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목회가 그 봉사의 임무를 이

어받습니다. 아직도 힘든 상황에서 예전과 다른 

본당 활동에 처음은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새 임

원들의 굳은 신앙과 열정으로 이 힘든 시기에 우

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리

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신앙으로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

인 새 사목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기도드립니

다.  
 
  우리 본당은 거의 반세기의 신앙 전통을 자랑

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하느님

의 사랑 실천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힘든 때를 통해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목회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하느님의 사

랑으로 일상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기

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의 실천 

중요성을 비유로 강조하십니다. 말로만 믿는 신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

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
도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가  말씀을 실

천하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 실천이라도 세

상을 바꾸는 힘이 있으며 실제로 바꿉니다. 하느

님의 나라로…… 
 
  댐의 작은 구멍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트립니

다. 끝없이 떨어지는 낙수 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

니다. 기도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우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

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

니다.  
 
  우리 본당 식구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

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본

당이 누군가 일상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할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

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

였으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는 언

제나 회개를 통해 돌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존

심도 부끄러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

만이 힘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가오는 한주도 그리 녹록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

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 고군분투하다 보

면 어느새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행복 한 주를 보

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연중 제26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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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6주일  

넷째 주일 (9월)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가위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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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제2회 솜씨 작품픽업  

솜씨 사생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작품을 

9월 27일(오늘)까지 성당 앞에 마련된 데스

크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픽업 가능 시간

은 1:30 p.m.까지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예비자 교리 

사목회 피정  

내용 : 사목위원 피정 및 교육 

대상 : 사목회 전 위원  

일시 : 10월 4일(일)  1:30 p.m.— 4:30 p.m.  

장소 : 사제관 앞 텐트  



알 림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9월  27일 

미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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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온라인 수업   

초등부  

매주 일요일 11 a.m.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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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 8 p.m.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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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주일학교 등록  

현재 주일학교 등록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

다. 성당 웹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2020-
2021 주일학교 등록을 합니다. 성당 사무실에 비

치되어있는 등록서류나 온라인 등록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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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  

김재석 요한 보스코 $1,000, 박은순 제노베

파 $1,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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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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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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0년 9월 27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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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Sunday in September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Is The Prodigal Father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27,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No other story captures the essence of the good news of Christianity more than today’s famous gospel parable 
of the Prodigal Son. Prodigal means “wasteful” or “extravagant”, so this story is actually the Prodigal Father. While 
the younger son does indeed squander his inheritance, the bigger scandal (at least to the pious Jews who listened to 
Jesus) was the extravagant love of the father for both his sons. We must admit, it doesn’t seem fair. The older son 
stayed with his father, obeyed his father, helped his father, respected his father. So why should that good-for-
nothing younger brother, who gambled and did drugs and hired hookers, get welcomed back with a party, no less? 
 
   But don’t we think the same way? Surely God loves those who pray more, never swear, help others, reads the 
Bible more than God loves those people who never come to church, seldom if ever pray, ignore those in need, 
swear all the time and maybe don’t even believe in God. But that’s the scandal of the gospel. God loves ALL peo-
ple equally. Put another way, there is literally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s us more. But the good news is 
there is nothing we can do, no sin we can commit, to make God love us less. God treats both sons equally. So our 
faith, prayers, good deeds don’t accomplish anything? If you think this, you have it backwards. We don’t pray and 
do good works to make God love us. Rather, we realize God already loves us eternally and unconditionally. It is in 
response to this good news that inspires us to pray and do good. First comes God’s grace, forgiveness and mercy. 
Our prayers and devotions and newness of life are the best way we show our appreciation to God who loves us 
despite our sins. 

Announcements                                                                                     

26th Sunday in Ordinary Time 
 

One person says “yes” and does nothing; the other says 
“no,” yet does what is asked. Who does God’s will? 
The one who talked or the one who acted? Our Lord 
Jesus acted out God’s will and emptied himself out to 
be like a slave. His work on the cross saved us from 
death and gained us God’s life. You must be the same 
as Christ Jesus.  

2020 Chuseok Mass And Par cipa on  
Date : Thursday, October 1st  
Time: 7 a.m. 
Because of pandemic concerns, Chuseok mass will only 
be held in the morning. Special envelopes available to 
parishioners who wish to offer prayers for all those 
who have left us. These envelopes will have the names 
of the deceased and will be offered in a small ceremony 
during mass to commemorate them.  
 
The special envelopes will be located in the front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side window of the church office. 
For those who cannot go to the mass but still wish to 
participate, these envelopes can be given to the church 
in advance before October 1st. 

9 

Elementary Class 
 

JHS/HS Class 
Zoom meeting starts every Friday at 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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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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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6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7, 2020 (Year A)  No. 2493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Ezekiel 18:25-28 (136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Philippians 2:1-11 or 2:1-5 
Communion Antiphon 
   Remember your word to your servant, O Lord,  
   by which you have given me hope.  
   This is my comfort when I am brough low.  

 

  
 

◎ Lord, hear our prayer.

◎

◎

◎

◎

◎

◎

Teach me your paths,  guide me in your tr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