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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박 현 숙  손 신 애  

8시 미사 김 지 은   김 병 민  정 춘 홍  박 만 선 

9시 30분 미사  Mina Kim Stella Park Brian Kim Songyi Kim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장 동 철  박 미 영  

12시 30분 미사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문 소 영  

화답송 

입당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63번 

입당송 

화답송                  

◎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영성체송                                                  
나는 주님이다......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5 



2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0월 18일 

  오늘은 연중 29주일입니다. 이제 점점 연중 

시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깊

이도 점점 깊어지고 가을의 색깔도 다양해집니

다. 그리고 그 다양한 색의 끝은 흑백의 차가운 

겨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요즘 복음도 점점 

종말의 시간을 예견합니다.  

 

  만추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또 쓸쓸하기도 합

니다. 겨울로 가기 때문입니다. 언뜻 부는 바람

이 차가워 몸이 움츠려지면 겨울이 한 발 더 다

가왔구나 직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가을인

데, 아직 단풍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라

며 겨울이 오기에는 시간이 더 있다며 자위합

니다. 가을을 더 깊이 느끼려 파란 하늘을 바라

보면 한숨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헤는 밤”이란 시를 이렇

게 시작합니다.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가을

로 가득 차있습니다.//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가

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

다.” 

 

  시인은 깊은 가을밤 스러져가는 계절의 끝에

서 곧 다가올 겨울을 넘어 이미 봄을 꿈꾸고 있

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

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현실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파멸이며 모든 것의 끝입니

다. 따라서 종말은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의 천재지변이 오면 종말을 

이야기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쓰나미가 덮친 

곳에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

러스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세

상이 두려움에 떨 때 어떤 이는 종말을 이야기

합니다.  

 

  나아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면 하느님의 천벌

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 할때면 지옥

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 할때면 공포

를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종말을 예언하며 공포를 말

씀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

니다. 지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인의 출산의 고통 같은 인고의 고통

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

작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봄을 기다리는 겨울 같은 것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죽

음을 알면서도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

다. 그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대사제와 사두가

이와 바리사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하느님

의 사랑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난과 죽음의 앞에서 당신을 조롱하

고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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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0월 18일 

문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미사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부분(28: 16-20)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

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

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

키게 하여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

께 있겠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그리니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

다.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

리의 베드로 같은 배신에도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

입니다. 하느님의 단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인류

의 비극이 하느님의 단죄가 아니라는 것입니

다. 이러한 비극을 빙자하여 혹세무민하는 사

람들이나 집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

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뿐

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 기말고사를 보기 전 시험공부를 충

분히 하지 못했을 때 시험날에 도시 전체가 정

전이 되거나 폭풍으로 길이 막히거나 해서 시험

을 못 보게 되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 즉 종말을 이야기하며 고

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

습니다. 특히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을 

잊고 싶어 하는 이유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종말

을 핑계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

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

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준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제 마음을 따듯하게 위

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

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

겠다.” 

 

  가끔 또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난국을 이 혼

란스러운 시대를 깨어 준비하고 극복해갑니다. 

극복의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분은 우리 희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을은 깊어 갑니다. 좀 더 깊어가면 

낙엽이 떨어질 것입니다. 색 발한 잎새를 잃은 

앙상한 가지처럼 우리 가슴의 욕망과 아집을 떨

쳐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는 예수

님의 말씀처럼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

루를 예수님과 영위하길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전에 보았던 하늘에 아직도 

가을이 가득 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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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9주일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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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어린이 미사  

영어 미사인 어린이(12:30 p.m.) 미사가 현재  

한국어 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 림 

제2회 솜씨 작품픽업  

예비신자 교리반 첫모임  

일시 : 10월 18일(오늘)  12: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첫모임 인원 : 10명  

예비자 교리 

주일학교 초등부 첫영성체   

일시 : 10월 24일(토) 5 p.m.  
 

주일학교 초등부 세례식(첫영성체반)  

일시 : 10월 18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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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30 p.m. 미사는 영어 미사로 변경됩니다.  

첫영성체 /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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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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연합회   

어머니 연합회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Stpaulmothersgroup@gmail.com 입니다.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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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회의 일정  

1차 모임  

일시 : 10월 18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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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명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https://forms.gle/

ZHC9ArQiK7vs4Una6  

알 림 알 림 

김치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김치병 빈 병을 수거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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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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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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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10월 18일 

뉴욕한인회 COVID19 사랑나눔 캠페인 

(식품 구매권 배포)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동포들에게 

지정 마트에서 식품 구매가 가능한 구매권을  

5개월 동안 분할 배포합니다.  

신청 자격 

** 주의사항 :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 접수와 배포 절차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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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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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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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chool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Belongs To Caesar?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18,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Nobody likes paying taxes. But we have to admit, without taxes we would have no police, firefight-
ers, teachers, army, navy, air force. No highways, no schools, and no government. But taxes at the 
time of Jesus were hated even more because they didn’t help the Jews but went to their Roman op-
pressors. The Pharisees thought they had set the perfect trap to ensnare Jesus. “Is it lawful tp pay the 
census tax or not?” If Jesus said it was lawful, he’d lose the support of the people who hated it. If he 
said don’t pay the tax, the Roman would arrest Jesus as a subversive. But Jesus is wiser than they are.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The coin of tribute bears Caesar’s image and inscription, so it belongs to Caesar. But what belongs to 
God? What bears God’s image? We do! All humans are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We 
belong to God. This means human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How sad that some people ruin 
their health to make money, then they have to spend their money to restore their health. In the end, 
they come to the end of their lives and realize they never really lived. We are not created to be slaves 
of the state, but to be servants of God by helping one another regain their dignity as bearers of the div-
ing image.  

Prohibiti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3rd Sunday in October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Give to Caesar the things of Caesar, and to God the 
things of God” is Jesus’ response to a trick question 
about paying taxes and living in the Spirit. We, living in 
between the time of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s 
and with a foot in both camps, are called to do both. 
Out of the good news given to us through words, pow-
er and the Holy Spirit, we can influence the things of 
Caesar toward a course that leads to God. It is a risky 
and complex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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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High School Fall Festival  
Date: Saturday, October 24th 
Time: 12 p.m. - 3 p.m.  
Place: St Paul Chong Ha Sang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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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ce.  
*We are accepting up to 40 stu-
dents on a first-com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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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please use the email stpaulmothersgroup@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8, 2020 (Year A)  No. 2496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45:1, 4-6 (145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1 Thessalonians 1:1-5b 

Communion Antiphon 

   Behold,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ose  
   who fear him, who hope in his merciful love,  
   to rescue their souls from death,  
   to keep them alive in famine.  

 

  

 

◎ Lord, hear our prayer.

◎

◎

◎

◎

◎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there is no God besides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