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7주일                                                                    2018년 10월 7일(나해) 2388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장 창 규 박 명 숙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지 은  김 영 진 김 정 옥  김 철 순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박 미 영  김 재 국  

6시 미사  이 미 첼 신 은 혜 홍 혜 진  유필립•전가별•이승룡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예물준비성가 
  

512번 
220번 

주여 우리는 지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74번 
167번 

사랑의 신비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드릴 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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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문학 잡지 출판 기념회 참석했는 데 그 

순서의 하나로 어느 부부가 축가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였습니다. 참으

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로 만추의 아름다움에 

사랑의 아름다움을 더해 포근한 밤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

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와 “살아가는 이유 꿈

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으면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의 퉁탕거리는 가슴의 소리 같아 낯뜨거워지

기도 하면서 또한 “사랑”이란 정말 이렇게 뜨거

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

다. 

 

 오늘 시월의 첫째 주일 복음은 예수님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사이들의 질

문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라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어

떤 사정에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정당화 하려 합

니다.  

 

 부부의 사랑은 가장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만큼이나 친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창세기를 예를 들며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

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

르코 10: 8,9)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약 90%의 사람들이 50 이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0-

50% 의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직 대부분이 결

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지만 반 정도는 성경 말씀

대로 백년해로하지는 못합니다.  

  

 결혼을 위한 만남이 소위 말하는 양가가 “중

매”를 통한 만남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대부

분 연애결혼을 합니다. 혼인 면담을 해보면 “시

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커플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커플과 면담을 

하다 보면 괜히 저도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드립니다. “이 커플은 제발 이 사랑으로 백년해

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그런데 결혼 후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태어

나고 나면 “살아가는 이유와 꿈을 꾸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로 바뀌어 버린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숨 쉬면 내뱉는 말 

“아이들 때문에 살지요…….”  

 

 생물 시간에 배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작용이라면 

아니면 사랑이 사춘기 시절 한때의 열정이라면 

그 사랑은 곧 식어버리고 인간 조건에 의해 만나

는 동물적인 결합이거나 경제적 결합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어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

우는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 그래서 더 이상 바람이 없

고,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이

아몬드처럼 변치 않을 것 같아도 그 사랑을 가꾸

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죽은 가지를 쳐주고 거름

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경멸은 정원에 자라나는 덩

굴과 같습니다. 덩굴을 잘라주지 않으면 주변의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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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모든 식물을 감싸 죽여버리는 것과 같이 사랑뿐

만 아니라 사람까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

니다.  

 

 예수님은 또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

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

은 없다.”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

씀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

거나, 나의 소유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나아가 오늘 복음도 간음을 경계합니다. 실제

로 미국에서 이혼하는 제일 큰 이유는 간음입니

다. 약 27%의 이혼하는 부부가 상대의 간음 때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은 70% 이상의 이혼 이유가 간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비판할 때, 상대

방을 언제나 비판하거나 말로 또는 육체적으로 

폭행을 할 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시작합니

다. 이 배려는 일방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배려를 안 하는 데 내가 왜?” 또는 “왜 나만 

배려해야 하는데?”라는 식의 배려가 아니라 서

로 함께 배려할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언제가 함께 불렀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노래를 

이 아름다운 시월에 함께 부르며 “아이들을 위한 

부부”가 아니라 “진정 서로를 위한 부부”의 사랑

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은 묵주 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

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로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의 날(10월 

7일)을 기념하여 교황 비오 5세가 이 날을 묵주

기도의 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1883년 발표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수프레미 아포톨라투스 (Supremi Apostala-

tus)’에 의해 10월이 묵주기도 성월로 설정되었

습니다. 



 

 

첫째 주일 (10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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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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성당 친교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 마감 : 10월 28일(일)  

문의 :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김현우 프란치스코 (917) 815-6400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2018년 “기도 뜰”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바자회 좌대신청

 

워싱턴 무염시태 성모성지 순례 

 

2019 부활 예비자 교리 개강  

 

유아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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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10월 21일(일)   world Mission Sunday 

경로의 날 행사  

10월 9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봉성체   10월 12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0월 12일(금)   10:30 a.m. 

성당 사무실 휴무 

평화신문 홍보  

 

김보람 그라시아 수녀님 종신서원  

 

본당 카펫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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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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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대상 : 전신자 (남, 녀) 
장소 : 제 1교육관 생활상담실 지하   

시간 : 매주 일요일 9:30 a.m.  
문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자 유방암 검진 안내 

대상 : 퀸즈 거주자로 40세 이상 무보험자 

         예약 : 퀸즈 뉴욕 장로 병원내 담당자 

문의 : 
예약 시간 : 8 a.m. - 4 p.m. (주중)  
주관 : 간호사회   

10월달은 Breast Cancer Awareness Month (유방암 

검진의 달) 입니다.   

로사리오회 앤 시튼 성지 일일 순례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본당 바자회 관계로 10월 21일(일)은 주일학교와  

12:30 p.m. 어린이 미사가 없습니다. 

중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본당 바자회 관계로 10월 20일(토)은 한국학교가  

휴교합니다.  

KCB 가톨릭방송 개국 25주년 후원의 밤  

 



알 림 알 림 

성령 세미나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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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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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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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모집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구역분과 회의   

성제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연령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0월 14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미동북부 남성 40차 꾸르실료  

날짜 : 10월 25일(목) - 10월 28일(일) 3박4일 

장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문의 : 정혜숙 엘리사벳 (646) 286-4328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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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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상업용 일체 

646-753-0470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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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20일 7 p.m.  

장소 : 플러싱 대동연회장 

문의 : (347) 739-6502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1st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October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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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Retreats 

Marriage Pre Cana 
Date:   1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40 
Question: Church office (718) 321-7676 
Application due : Oct. 21st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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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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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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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at 1:30 p.m.   
Submission due : Sep. 23rd (Today) 

Art Contest 

High School Open Houses  
 

St. John’s Preparatory School  
Date : Saturday, October 13th    
Time : 11 a.m. - 3 p.m.  
Address : 21-21 Crescent Street, Astoria, NY 11105 
Connect : (718) 721-7200  
Xavier High School 
Date : Saturday, October 20th    
Time : 11:30 a.m. - 4 p.m.  
Address : 30 West 16th Street, New York, NY 10011 
Connect : (212) 924-7900  

Somssi 2018 Students’ Drawing Contest 
Date : Nov. 4th (Sun)  1:30 p.m. - 4:30 p.m.  
Place : St. Paul Chong Ha-Sang Basement Auditorium 
Application due : Oct. 28th (Sun) 
Registration is in the Church basement. 
The theme of the contest will be announced on the day 
of the contest. Drawing paper will be provided for the 
contest (11x14 size). 
Contact : Peter Youngseo Park (718) 986-8815 
               Katherina Hyesung Hwang (347) 804-2684  

Retre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Date : Friday, Oct. 26th to Sunday Oct. 28th 
Price : $100 
Departure time from church : 7 p.m. on Fri., Oct. 26th 
Arrival time back to church : 5 p.m. Sun., Oct. 28th 
Plac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Address :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Supplies : Please see registration form  
Please return registration form to the church office  

Retreat for High School Students  
Date : Friday, Nov. 2nd to Sunday Nov. 4th 
Price : $100 
Departure time from church : 7 p.m. on Fri., Nov. 2nd 
Arrival time back to church : 5 p.m. Sun., Nov. 4th 
Plac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Address :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Supplies : Please see registration form  
Please return registration form to the chu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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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and all the families of God: May the anger and pain we feel towards each other be 
heale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awmakers: That they be aware that their words and positions of power can affect many 

families.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the children of the community: That they be safe and learn that we are all one family with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families broken by difficulties and separation: That they find strength knowing that the 

love of God will help them.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Divorce was the burning, controversial social issue in Jesus’ time, much as abortion and contracep-
tion are in our time. And Jews back then were as divided on the topic as we are now. The debate cen-
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one word in the Law of Moses, that allowed a man to divorce his wife by 
first writing out the decree of divorce but only for reasons of “pornea” (literally, “something dirty.”) 
But what constituted “something dirty”? 
 
 There were two competing theological schools among the Jews in Jesus’ time. The conservative 
school was led by Rabbi Shammai, who taught “something dirty” referred only to adultery. The liberal 
school was led by Rabbi Hillel, who insisted even burning the dinner was “something dirty” and 
grounds for divorce. So the scholars in today’s gospel asked Rabbi Jesus to weigh in on this issue. 
Now normally, Jesus’ teachings were closer to those of Hillel, but on this question, Jesus is even more 
conservative than Shammai. Jesus says, “No divorce. Period.” 
 
 To be clear, Jesus did not so much forbid divorce as he did remarriage. And the Catholic Church has 
defended this teaching and the insolubility of marriage for 2,000 years. To understand Jesus’ thinking, 
we must understand the role of women in his day. Before Moses, a man could divorce his wife simply 
by saying “I divorce you” three times in public. This practice is still used by Muslims, by the way. But 
Moses required a written certificate, presumably to give the man time to cool off. But Jesus takes even 
this right away. Why? 
 
 For one thing, women did not have the same right as a man to divorce. For another thing, since a di-
vorced woman could not return to her father’s house, she only had two choices: become a beggar or a 
prostitute. Jesus forbidding divorce was his way of protecting women. Of course, nowadays divorced 
women have many options, so it remains to be seen how Jesus would rule on this question today. But 
the Church still faithfully holds to the original teaching of Jesus and wants Catholics to take the sanc-
tity of marriage seriously. 

       Weekly Homily                                                                                                                                                          October 7, 2018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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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un Ethan Lee Matthew Choi Dylan Park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May the Lord bless us all the days of our lives.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2:18-24 (140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2:9-11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To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474 
Breaking Bread Communion How Great Thou Art 425 

670 
Breaking Bread 

Offering Gather Your People 313 
Breaking Bread Closing 549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Jesus Christ Our Sovereign King 124 
Children’s Mass Communion Jesus you are bread for us 301 

Children’s Mass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233 
Children’s Mass Closing Walk in the Light 

265 
Children’s Mass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 not pre-
vent them,  
for the king-
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