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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창 규 지 명 은 김 성 진  

8시 미사 김 지 은  이 재 명  이 청 일  김 신 화  

11시 미사  박 의 진  강 석 구  이 병 님  박 미 영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왕 은 희  왕 은 희  왕 은 희  

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165번 주의 잔치 

파견성가 31번 

입당송 

화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영성체송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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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0월 11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

어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 

잔치의 비유는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예언서

의 예언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

신 잔치는 주님의 모든 계획이 세상의 모든 창조

물들 안에서 완성이 된 후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

느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그 들을 위로

해 주시고 그들의 희생에 상을 주신다는 이사야

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

느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리 선택받아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에 초대받

은 이들이 많았지만, 혼인 잔칫날이 다가오자 그

들은 임금에게 받은 초대를 거부하고 임금이 보

낸 종들을 박해하며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임금

에게 제일 먼저 초대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그

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모두 받았

지만 세상일에 휩싸여 정신을 잃은 그들은 주님

께서 보낸 종들을 박해하며 죽이고 하느님의 아

들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거부한 백성을 

대신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초대에 “네.”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 혼인 잔치에 초대

해 혼인 잔치 연회장을 꽉 채우신다고 하셨습니

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천상의 잔치를 좋으

신 하느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우리에게 살짝 맛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

리를 삼천포로 빠지게 하려는 태풍이 불어도, 절

망에 빠뜨리려고 기다리는 암초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에 대한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며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천상 잔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총을 맛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어 닥쳐와 우리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암초 

때문에 삶의 희망이 폭풍우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한순간 꺼져버릴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불꽃이 꺼

지지 않게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

리 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

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

리의 눈물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닦아 주시고, 

힘들고 아픈 것들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채워 주

시고, 불안함과 절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

고 코로나로 불안해진 이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에 “네.”라고 응답하며 성체성사 안에 계

신 예수님을 만나러 매 주일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사에 참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충

실하려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을 해봅니다. 

  코로나의 풍파와 암초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끈을 꼭 

쥐고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도 두

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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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 10월 11일입니다. 시월의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주변의 나뭇잎의 색깔이 본

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풍을 좋아하는 이는 어느새 업스테이트로 등

산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업

스테이트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음이 답답한 분은 아름다운 

단풍과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하느님의 따듯

한 품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다가오는

데 코로나바이러스의 2차 확산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방제 정책이 우리의 삶을 더 긴장하게 만들

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초에는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

로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

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색깔로 구분해 모든 종

교 모임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지역과 보로파크 지역이며, 퀸즈는 

큐가든과 레고팍 지역입니다.  
 
  이번 발표한 색깔별 위험 지역 중 가장 위험한 

빨간색 지역은 어느 특정 종교의 뉴욕주의 바이

러스 확산 방지 정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 지역의 특정 종교의 집회에 제약

을 가하면, 문제를 특정 종교의 비난을 우려한 뉴

욕주 정부는 모든 종교의 집회 제한으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디마지오 주교님이 정식으

로 항의하였고 법적 대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지

금까지 브루클린 교구의 모든 성당은 뉴욕주와 

뉴욕시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에 적

극 동참하였습니다. 현재도 뉴욕주의 가이드라인

에 맞추어 모든 성당이 미사를 드리고 있고 방역

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톨

릭 신자의 안전을 위해서이며, 또한 뉴욕의 공공 

안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성당을 통해 코

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보고가 없고 집단 확진

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특정 종교 단체 여론에 의하

면 특히 헤시딕 유대교 회당이 뉴욕주의 방역 정

책에 동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집회

를 강행하여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

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의 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모든 

종교 집회의 문제로 희석시키며 그 지역 내의 다

른 종교의 집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

은 정책이며 이로 인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미

사 참례에 우려를 표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으로 우리 교구와 신자들

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교구장인 디마지오 

주교님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2차 확산

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습관

처럼 지켜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

로 정책 입안자의 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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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가 바이러스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권력 

남용이 됩니다.  
 
  오늘 주일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22장 1-14절의 

말씀으로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비유

하여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교훈

을 주십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혼인 잔치에 

오지 않자 임금은 그들을 벌하고 종들을 시켜 고

을 어귀로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로 잔칫방이 가득 차서 

임금이 이들을 보러 왔다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

지 않은 손님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

은 적다.” (14) 
 
  사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의미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이는 적

습니다. 혼인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보다는 

생각 없이 남들이 간다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고 

잔치 음식이나 먹고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느님

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

니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도 좌절하거나 포

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를 믿고 하느

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나 아집을 위해 남을 불이익이나 고통을 

간과하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타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지난봄 코로나바이

러스 확산이 극심했을 때 미사를 중단하고 교회

의 문을 닫는 극단의 조처에도 적극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단지 우리

만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도 배려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처럼 배려가 없는 자신의 정

치적 안위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권

력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

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번 조치는 종교 

집회의 탄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

리 교구의 입장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안전수칙을 따르며 우

리 자신과 우리 도시의 안전을 위해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

시오. 두려움은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기 

보다는 감사한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위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하

느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삶의 아름다움과 

이웃의 고마움을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미사의 첫째 독서인 이사야서의 말

씀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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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8주일  

둘째 주일 (10월)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11일 

어린이 미사  

영어 미사인 어린이(12:30 p.m.) 미사가 현재  

한국어 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 림 

제2회 솜씨 작품픽업  

솜씨 사생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작품  

픽업을 10월 18일(일)까지 연장합니다. 성당 

앞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

다. 픽업 가능 시간은 1:30 p.m.까지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예비자 교리 

주일학교 초등부 첫영성체   

일시 : 10월 24일(토) 5 p.m.  
 

주일학교 초등부 세례식(첫영성체반)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10월 24일(토) 첫영성체 해당 학생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 대상입니다.  

대부모님도 함께 참석 하셔야 합니다.  

*세례식 관계로 10월 18일(일) 12:30 p.m.     

 미사는 영어 미사로 변경됩니다.  

첫영성체 / 세례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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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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  

전양선 막달레나 $500, 익명으로 $5,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장 회의 일정  

1차 모임  

일시 : 10월 18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앞 천막  

대상 : 봉사단체 

요셉회, 안나회, 로사리오회, 베드로회, 하상

회,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한울림 성가대, 

경로봉사회, 연령회, 성제회, 간호사회, 생활 

상담소, 헌화회 
 

2차 모임 

일시 : 10월 25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앞 천막  

대상 : 봉사단체 

꼬미시움, 성시회, ME, 울뜨레아, 성소후원

회, 성령기도회, 메아리 청년 성가대, 소금 청

년 전례부, 어머니 연합회, 초등부 교사회, 중

등부 교사회, 주일학교, 한국학교, 장학회 

고등부 주일학교 가을축제 

일시 : 10월 24일(토)  12 p.m.—3 p.m.  

장소 : 퀸즈성당 주차장 

입장료 : $10 (가을 축제날 입장시 받습니다) 

인원 : 선착순 40명 

마감 : 10월 16일(토)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https://forms.gle/
ZHC9ArQiK7vs4Una6  

알 림 알 림 

어머니 연합회   

어머니 연합회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Stpaulmothersgroup@gmail.com 입니다.   

2020년 로사리오회 임원명단  

회장  최광애 요안나 부회장  김은임 안젤라 

총무  임영숙 카타리나 회계 최정희 안나 

서기  김정옥 루시아 전례부 임명분 에스터 

활동부 황옥희 아네스 봉사부 이영아 마리아 

문화부  박명희 마리아 선교부 정순덕 막달레나 

심신부 신영순 젤마나 사업부 김연임 율리아 

고문  허명인 데레사 고문 강상숙 모니카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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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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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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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미사 시간  |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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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력 광고주 모집 

2021년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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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휴무  

10월 12일(월)  Columbus Day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신용조합 정기총회 연기  

한미가톨릭 연방신용조합의 제42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2022년으로 연기합니다.  

날짜 : 2022년 2월 6일(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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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rowing A Party But Guests Don’t Come 
<Twenty-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11,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Many years ago, my parents got word that my father’s cousin was visiting from Italy. They extended an 
invitation to him to come to our house the next day for dinner. As the hour for the dinner approached, 
activity in my house became more frantic. We broke out the special silverware. We brought out the fancy 
dishes. We had everything prepared from hors d’oeurves to wine and dessert. The table looked fantastic. 
Everything was ready. But nobody came. We waited half an hour and called his phone several times, but 
no one answered. Worry turned into concern that something terrible had happened. Then he answered 
his phone. With profuse apologies he explained something else had come up and he couldn’t make it. The 
disappointment in my parents’ faces was painful to see. Unlike in today’s gospel there was no one else in 
the highways and byways to invite. We ate alone. 
 
  God surely must feel this way when he goes to all that trouble to create us, redeem us, and invite us to 
his special feast and so many people are too distracted or busy—or inconsiderate to come. Today’s gospel 
adds the curious detail that one guest showed up but without a proper wedding garment. He is thrown 
out of the party. What’s going on? In those days, the hosts had special garments available for those who 
could not afford expensive clothing. To reject even this was an intentional insult. Applying this to our life 
of faith, this would be like taking communion without bothering to confess our mortal sins first. God has 
prepared a banquet for us. We have been invited. But let us wash our souls in God’s grace through con-
fession before enjoying the Eucharistic banquet. Then let the party begin!  

2nd Sunday in October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wedding feast-God is 
wedded to his people, but the Lord has trouble getting 
his guests to come to the feast! Everyone (from even 
the highways and byways) is invited to fill up the num-
bers, but everyone must take a proper wedding gar-
ment. Baptismal initiation comes before the wedding 
feast of the Lamb of God at the Eucharist. This is our 
God in whom we hope for salvation, and we rejoice 
that he is saving us. We are all invited and no excuses 
ar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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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Fall Fes val  
Date: Saturday, October 24th 
Time: 12 p.m. - 3 p.m.  
Place: St Paul Chong Ha Sang Parking Lot  
Registration Due date : Friday, Oct. 16th 
Admission Fee: $10 (Bring in cash on the day of 
event)  
 
*Parking lot will be closed during the event.  
*Must wear masks at all times and keep social dis-
tance.  
*We are accepting up to 40 stu-
dents on a first-come basis. Reg-
istration will close on Friday, 
October 16th or when we reach 
40 students.  
 
Registration Form 
Link: https://forms.gle/
ZHC9ArQiK7vs4Una6 
Registration Form QR Code:  

Announcements 

Mother’s Group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St. Paul Mother’s Gorup, 
please use the email stpaulmothersgroup@gmail.com. 

Office Closed  
Oct. 12th (Mon)  Columbus Day 
There is 7 a.m. Mass on Columbus Day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1, 2020 (Year A)  No. 2495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25:6-10a (142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Philippians 4:12-14,19-20 
Communion Antiphon 
   The rich suffer want and go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blessing.  

 

  
 

◎ Lord, 
hear our prayer.

◎

◎

◎

◎

◎

◎

Behold our God,  
to whom we looked to save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