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8주일                                                                 2018년 10월 14일(나해) 2389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방 진 우  장 미  김 혜 영  

8시 미사 오 규 화  윤 석 채 한 영 미  박 영 서 

11시 미사  정 혜 숙  정 기 형  최 향 이 안 준 섭 

6시 미사  문 소 영  조 재 호  이 미 첼 송지연•유필립•이승룡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62 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물준비성가 
  

220번 
41 번 

생활한 제물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65 번 
182 번 

주의 잔치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성가 249 번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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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독서 지혜서에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보다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

한지 알고 “지혜”를 주님께 청하면서 솔로몬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이스라엘을 다

스리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권력을 

덤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복음에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을 여쭤보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라오라는 분부에 그는 슬퍼하

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이 슬퍼했던 이

유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

에 슬퍼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부자 청년은 생

각했을 것입니다. 얻는 것보다 희생이 더 크기 때

문에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

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사

람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

게 할까 묵상해 봅니다. 솔로몬처럼 용감하게 주

님의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

자 청년처럼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더 크다

고 생각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주님을 떠날까요? 아니면, 떠나

기는 아쉬워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을 외면하며 

주님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지나 않나요?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

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셨지만, 인

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

한 일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

기하고 희생한 이들은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것들은 포기하며 주님의 “지혜”를 선택

했을 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듯이. 부자 청년이 솔로몬의 이야기

를 기억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당신을 위

해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손해 보는 일이 아

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나를 비우는 것임

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더 얻기 위해 포기한다  

 우리 삶에서 떠남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없이 흔

한 삶의 한 부분이지만, 언제나 떠남의 목적은 새로

운 만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고 불안하

고 걱정이 많지만 설렘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

는 힘이 됩니다. 결국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만남이 

없고, 떠남이 없이는 현재의 만남도 결국 고인 물처

럼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남이 만남을 전제로 한다면 그 만남은 재회일 

수도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고 그 만남은 좀 더 신

선하고 생기로운 삶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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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만남의 사이에는 그리움과 기대가 있기 때문

입니다. 마치 지루한 일상의 상징 같은 집이라도 

먼 여행에서 돌아오면 참 안락하고 포근한 싱그러

운 편안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지 않는 삶

은 집착 안에 갇히는 것과 같고 메말라가는 삶을 

방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연중 28주일 복음 (마태오 10: 17-30)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보통 예수

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행선지를 말하는 데 여기서

는 단순히 “길을 떠나실 때…… ” 라고만 말합니

다. 사실 지난 마르코 복음의 8장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래아 지방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순례를 떠나십니다.  
 
 이는 8장, 9장, 10장에서 각각 세 번 예수님은 당

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즉 파스카의 신비

를 예언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

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

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르코 8: 31) 그리고 제

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순례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한 “온전한 삶의 완성” 즉 완전한 구원의 

실현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
라서 수난과 죽음은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

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갈릴래아를 떠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갈릴

래아로 돌아오시어 제자들을 만납니다. 결국 나자

렛 사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떠남은 결국 “온전히 

완성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밝아 보이게 됩니다.  
 
 떠남은 단순히 장소 이동의 물리적 변화만은 아

닙니다. 심리적 영성적 떠남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

이 집착하며 머무르는 생각과 기억으로부터 떠나

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

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합니

다. 변방의 갈릴래아를 떠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으로 떠나므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리고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간적인 고뇌와 두

려움으로부터 떠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기도 하지만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니 동산으

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시간가량 피땀

을 흘리시며 다가오는 수난과 죽음을 기도하십니

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피해야 한다고 간청하자 호

되게 꾸짖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참으로 큰 유혹이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수난과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십니

다. 모두들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제자들의 떠남은 

목적 상실의 현실 회피이며 도피였습니다. 예수님

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래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

서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떠남은 결국 상실이 아니고 불

확실성 저편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란 것을…….
세상적인 생각과 현실의 집착으로부터 떠나갑니

다.  세상 복음 선교를 위해 떠나갑니다. 그 떠남이 

인간적으로 세상 적으로 마지막임을 알면서도 떠

나갑니다. 결국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떠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

다. 그 떠남은 단순히 갈 길 잃은 나그네의 배회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힘이 있고 희망이 있습

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다시 만난 가족은 

삶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

고 삶의 여정의 궁극 목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은 그 여정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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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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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해남 요셉 $2,000 

2 한기남 요한 $1,500 

3 삼원각 $1,000 

4 오세정 바오로 $500 

5 신인순 레오니아 $500 

6 최현진 로사 $500 

7 익명 $500 

8 넌 짜장 난 짬뽕  $300 

9 다께스시 $300 

물품 도네이션  

1 한해남 요셉 한국 왕복 항공권 

2 익명  LED TV 50” 

3 익명  

4 박노태 요셉 천왕보심단 3박스 

5 우지섭 다미아노 공진당 3박스 

6 유니온 약국 정관장, 샴푸 세트 10세트 

“기도 뜰” 조성을 위한 바자회 도네이션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7일(일) 김수아 (소피아), 마티니 안나 

(엘리자베스),  안 엘리자베스 (다이아나), 안수호 

(레오), 양시은 (에밀리), 조윤하 (엘리자베스) 6명

의 유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유

아 세례자를 축하하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나회 만두판매  

교적정리 협조에 대한 감사  

쉬는 교우분께 주보 보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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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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도네이션  

요셉회에서 주일학교 장학금으로 $2,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예절 날짜 변경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미사 : 11월 1일(목)  7 a.m. & 8:30 p.m.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 미사에 지난 1년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분들을 초대합니다. 유가족의 촛불 봉헌

행렬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10월 28일(일)까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 11월 2일(금)  7 a.m. & 8:30 p.m.  
*아침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위령기도를 바치겠 

습니다. 신자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령미사 지향은 위령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

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금 도네이션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10월 9일(화) 경로의 날 행사에 음식 일체를 

유숙경 수산나 자매님께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알 림 

성령 세미나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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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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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제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0월 14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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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0월 14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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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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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2nd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Octob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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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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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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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Elizabela Diana Ahn, Leo Sooho Ahn, Elizabeth Cho, 
Sophia Sua Kim, Elizabeth Anna Martini, Sieun Emily 
Yang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October 7th.  

Art Contest 

High School Open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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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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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October 21st (Sun)  World Mission Sunday  

Korean School Closed 
Date : Oct. 20th (Sat) 
Due to the Church Bazaar, Korean School will be 
closed on Oct. 20th and resume on Oct. 27th (Sat). 

Children’s Mass and Sunday School Cancelled 
Date : Oct. 21st (Sun) 
Due to the Church Bazaar, Children’s Mass is  
cancelled. There is NO Sunday School.  

Kimchi Jars for Church Bazaar  
We are collecting kimchi jars. If you have empty and 
clean one gallon or half gallon jars, please bring them 
to the Rosario group in the church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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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the Catholic church may free its believers from materialism and foolishnes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althy nations may share their resources with poor nations and not exploit them, we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ians may learn the wisdom to share the bounty that the Lord has given them,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have the wisdom to understand and interpret God’s living will and active word,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dead may inherit eternal life and the riches of the kingdom.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would you do to live forever? Is there anything too precious or valuable that you wouldn’t 
give up for the possibility of eternal life? The rich young man in today’s gospel had everything. Liter-
ally. People in those days, and most people nowadays, saw wealth as material proof of God’s favor 
and blessing. And why not? The rich man admitted he obeyed all the Commandments, so why should-
n’t God reward him with wealth? But he wanted more! He wanted assurance of eternal life. 
 
  So Jesus put him to the test. If he really believed and trusted God, then give it all up, sell every-
thing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The man’s response showed it wasn’t God he trusted, it was his 
wealth. Jesus then gives that curious analogy: it is easier for a camel to pass through the eye of a nee-
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heaven. A new translation shows that Jesus said “rope” not “camel.” 
The analogy makes more sense, but so what? It’s still impossible. 
 
  And that’s the point. In the end, money, fame, political power or popularity cannot save us. Only 
God can. God created us out of the dust of the earth and God has the power to raise us up again. Only 
God created life and only God can restore it. Therefore let nothing come between you and God.  

       Weekly Homily                                                                                                                                                         October 14, 2018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4, 2018 (Year B)  No. 2389 

 

Eunice Choi Katherine Mun Derrick Seo Sarah 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Fill us with your love, O Lord, and we will sing for joy!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7:7-11 (14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4:12-13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Sing a Joyful Song 538 
Breaking Bread Communion Seek Ye First 

Taste and See 
436 
341 

Breaking Bread 

Offering Beatitudes 631 
Breaking Bread Closing 379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This is my Commandmen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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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