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9주일                                                                   2019년 10월 20일(다해) 2443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박 명 숙  김 혜 영  Dylan Kim•Choe Lee•Terri Kim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박 만 선 이 청 일  Steven Lee•Ethan Lee•Yule Bae 

11시 미사  정 혜 숙  서 기 호  최 향 이  안 준 섭 Seon Lee•Luna Bae•Ted Park 

6시 미사  신 은 혜  이 승 룡  이 미 첼  문 소 영  김남효•유필립•강병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5 번 

예물준비성가 
  

221 번 
216 번 

받아주소서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6 번 
165 번 

생명의 양식 

주의 잔치 

파견성가 63 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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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0월 20일 

 어느덧 바자회 날이 왔습니다. 매년 이루지는 행사

이지만 바자회 날은 우리 본당의 명절 같습니다. 미
국이라는 타향에서 경험하는 고향의 정서를 물씬 느

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치 늦은 추석 잔치처럼 말입

니다.  
 

 예수님은 참 자주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오늘 연중 제29주일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 

루카 복음 18장 1절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간단히 말해서 ‘지치지 말고 항상 깨

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

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던 입으로 

말을 하던 간에 우리의 바람이 믿음을 바탕으로 구체

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지난 주일 복음(17: 5-10)에 사도들은 주님께 “저

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 간청합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

면, 이 돌무화과나무 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
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6) 라고 대

답하십니다.  
 
 믿음은 그 크고 작음에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

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에 의심을 합니다. 세상에 의심보다 위험한 의심은 나

의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못 믿

으면 누가 나의 믿음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발로이지만 또한 그 믿음

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

실로 이루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루카 18: 1) 
 
 오늘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마치 밤늦게 친구에

게 갑작스러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빵을 구하는 비

유와 비슷합니다. (참고 11: 5-8)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
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
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1:9)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

았다고 실망하고 하느님을 야속해 하기도 합니다. 나
아가 어떤 이는 분노하고 하느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우리가 원

하는 것과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합니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

에 갇혀 아집에 가까운 기도인지 언제나 살펴봐야 합

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필요하다면 오늘의 복음처

럼 낙담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면 하

느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느

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으시더라

도 너무 늦게 들어주시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

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명제로 우리 스스로를 돌

아보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

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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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표이

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의미의 식구

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 가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가족 

축제이며 동네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대가족의 축제

입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임 또 큰 의미를 느낍니다.  
 

 어릴 적 추석 차례를 지내려면 하루 종일 온 식구들

이 모여 음식 장만하고 차례상을 준비하던 기억이 납

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준비할 때 즈음에는 부엌

을 떠나지 않고 엄마 옆에 앉아 “한 입만!”하고 노래

를 부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귀찮케 구는 저

에게 부서진 전 조각을 주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엄

마, 안 부서진 거 줘!” “차례상에 올릴 거라 안 돼! 차례 

끝나면 먹어.”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시면 기죽은 채 

“그럼 부서진 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온 식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 보아도 행복했던 시절이 추억

으로 남아있지만 하루 종일 음식 장만에 시달렸던 어

머니나 누나에게 그리 행복했던 추억이 아닐지도 모

른다는 생각이 철이 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처럼 차례를 잘 

지내고 온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는 모

두 다 행복한 얼굴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모습에서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퀸즈성당의 대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

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

입니다.  
 

 매일 같이 날씨를 첵크하며 일희일비하는 것도 연례

행사요, 일주일 내내 성당 지하 친교실을 ‘김치공장

(?)’을 만들며 수고하고 애쓰는 로사리오회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아픈 허리와 팔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웃음

을 잃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도 행복한 연례행사

입니다. 어느 분이 환히 웃으며 그럽니다. “신부님, 바
자회가 일 년에 한 번이기에 망정이지 두 번만 했다간 

허리 부러져 죽겠어요. 하하하” 저도 웃으며 답합니

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  
 

 이에 질세라 안나회원 어르신들도 바자회 음식을 준

비하는 모습에서 젊음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

간이기도 합니다.  
 

 바자회는 명실공히 본당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축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당 기금 마련 바자회’

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단합 축제이기에 힘들지만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회개를 이끌어 냅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미

사도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시간입

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빵’을 나

누며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가 한 식

구가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관계라는 것입

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의 장점을 알아봐 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이

해해주려 마음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욕

심이 앞서지만 식구 앞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는 식구의 의미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어느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술이 익어가고 음식이 익어가고 우리의 공동

체 식구의 사랑도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익어

가는 벼 이삭처럼 찬란히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

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단체와 봉사자 여러분들

께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

다.” (마태 11: 28)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

를 드리며 저의 축복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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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후원회 기도모임 

특별헌금 

“기도뜰” 조성을 위한 바자회 도네이션  

1 한해남 요셉 $2,000 

2 한기남 요한  $1,500 

3 박기효 베드로 $1,000 

4 김재국 요셉 $1,000 

5 추영철 미카엘 $1,000 

6 박영서 베드로  $1,000 

7 후러싱 삼원각 $1,000 

8 오세정 바오로 $500 

9 신인순 레오니아 $500 

10 최현진 로사  $500 

11 본당 CLC 회원들 $500 

12 홍성우 베드로 $500 

13 익명 $500 

14 익명  $500 

15  황금어장 $300 

16 오상택 데이비드 $250 

17 넌짜장 난짬뽕 $200 

18 배욱진 비오 $100 

물품 도네이션  

1 한해남 요셉  한국 왕복 항공권 

2 익명  여자 골프채 세트 

3 박노태 요셉 산삼 공진당 

4 우지섭 다미아노 녹용 명품 공진당 

5 윤우성 시몬 특허 손톱깎이 50 

6 정혜선 보나 헤드셋, Coffee Carousel 

본당 바자회  
2018년 “기도 뜰” 조성을 위한 바자회 

10월 20일(오늘)  9 a.m. - 4 p.m. 
성당 친교실 및 주차장 

미사 시간:  8 a.m., 9:30 a.m., 11 a.m., 6 p.m. 
협조 사항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고 끝까지  

뒷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 행사 품목 및 협조 단체 

단체명 품목 

안나회 

로사리오회 

어머니연합회 비빔밥 

하상회 사과, 감, 음료수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떡꽂이, 튀김 

메아리 Hot Sake, 제육볶음/덮밥 

한국학교 견과류, 에코백, 김 

주일학교 (초등부) Coffee, Tea, Hot Chocolate, 컵라면, 달고나, 
Bounce, Face Painting 

주일학교 (중고등부) 와플, 버블티, 각종 음료수   

성제회 녹두빈대떡, 꼬치구이 

성령기도회 영성 CD, 찬양 CD, 오뎅, 우동 

요셉회 군고구마, 군밤 

베드로회 국밥, 소주, 국화꽃, 막걸리 

생활상담소 

꼬미시움 성물, 신앙서적 

간호사회 의료봉사, 여성용 겨울 바지 

성소 후원회 

사제단 & 사목회 본부석 

구역분과 떡 판매(떡매 체험), 족발, 석화  

코너스톤 미숫가루, 라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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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 남성 피정  
혼인교리 강좌 안내 

로사리오회 일일 성지 순례 

날짜 : 10월 24일(목)  

한울림 성가대 단원 모집 

문의 : 이원호 바오로 (646) 823-6991 
      박애숙 실비아 (347) 543-0239 

어린이 미사 및 주일학교 휴교 

본당 카펫 청소  

일시 : 10월 21일(월) 10 a.m. 
순조로운 카펫 청소를 위하여 본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미사 : 11월 1일(금)  7 a.m. & 8:30 p.m.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미사 : 11월 2일(토)  7 a.m.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위령기도를 바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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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주일학교 피정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주일학교 할로원 커스튬 콘테스트 (초등부) 

일시 : 10월 27일(일)  11 a.m. -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마니피캇 성가대 단원 모집 

문의 : 이경재 베네딕도 (917) 699-0858 
      김난희 스테파니 (917) 656-4663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요안나 (917) 254-8540 

청년대상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여정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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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0월 6일(일) - 10월 12일(토) 18,925단 

누적 봉헌 단수 총 943,471단 

성 미카엘 천주교회 로사리오 성월 특강  

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0월 27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Bayside 구역 4반  

10월 27일(일)  6 p.m.  
209-19 35th Ave. Bayside,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박영서, 안영남, 김준수, 최광희  

 

  

  

제65차 미동북부 성령세미나  

Flushing 1구역 구역미사   

10월 22일(화)   12 p.m.  전윤애 아녜스  Home  
143-59 37th Ave. #3 Fl. Flushing, NY  
구역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미동북부 제40차 남성 꾸르실료  

날짜 : 10월 24일(목) - 10월 27일(일) 3박4일 

장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Pre-Cursillo (꾸르실료전 교육) 

뛰어라  
Whitestone 구역 8반  

10월 25일(금)  10 a.m.  
166-04 21st Ave. whites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0월 20일(오늘)  2 p.m.  성전  

사목회 회의  

복사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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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의 구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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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p to last week is 
943,471 decades. 

Marriage Pre Cana 
Dates : Oct. 26th (Sat)    
Time :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2019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20th (Today) 
Time : 9 a.m. - 4 p.m. 
Place : church basement and parking lot 
Sunday Mass : 8 a.m., 9:30 a.m., 11 a.m., and 6 p.m. 
                       NO 12:30 p.m.  Mass today 
Please throw out all trash in designated areas.  

Sunday School 

 To pray constantly and correctly is to proclaim faith 
in Christ Jesus-lex orandi, lex credendi as the Latin 
phrase tells us. Paul tells Timothy “proclaim the mes-
sage of the coming of Christ, and welcome or unwel-
come, insist on it.” Acting like the persistent widow in 
the Gospel, we will be heard because God is not an 
unjust judge. Faith in God’s help and God’s plan for 
his people brings true justice when we expect the com-
ing of the Son of Man, Jesus himself.  

Special Collection  
Oct. 20th (Today) : World Mission Sunday  

Children’s Mass and Sunday School Cancelled 
Date : Oct. 20th (Today)  
Due to the Church Bazaar, Children’s Mass is can-
celled. There is NO Sunday School.  

6-8th Grade Junior High Retreat 
Dates : Friday, Nov. 1st - Sunday, Nov. 3rd 
Time of Arrival on Friday : 5:30 p.m. church basement 
Place : St. Josephat’s Retreat Center 
Address : 1 E Beach Dr. Glen Cove, NY 11542 
Fee : $120 
 Must return permission slip and emergency blue card by    

10/27 to Sunday School Teacher 

9-12th Grade High School Retreat 
Dates : Friday, Nov. 8th - Sunday, Nov. 10th 
Time of Arrival on Friday : 5:30 p.m. church basement 
Place : St. Josephat’s Retreat Center 
Address : 1 E Beach Dr. Glen Cove, NY 11542 
Fee : $120 
 Must return permission slip and emergency blue card by    
   11/3 to Sunday School Teacher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November 17th (Sun)  
Age : Students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art : 11:45 a.m. (after Sunday School) 
End : 1:30 p.m.  
We are looking for new students to be readers for 9:30 
a.m. mass. Breakfast will be provided. 
Please note :  
Applicants must be scheduled readers for the 12:30 
p.m. mass at least twice before they are to be liturgists 
for the 9:30 a.m. mass.  
Please contact:  
Christine Cho (929-433-6346),  
Andrew Kim (929-600-3727), and  
Mary Moon (718-781-8616)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Date : Oct. 25th (Fri) - Oct. 26th (Sat)  
           Nov. 22nd (Fri) - Nov. 23rd (Sat)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Joann (917) 254-8540 

All Saint’s Day Mass 
Date & Time : Nov. 1st (Fri)   7 a.m. & 8:30 p.m. 
There is collection for mass.  

All Soul’s Day Mass  
Date & Time : Nov. 2nd (Sat)   7 a.m.  
There is collection fo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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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hear our prayer.

◎

◎

◎

◎

◎

◎

By Fr. Joseph Veneroso, M.M.  

Never Tire of Praying  
<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October 20, 2019 

 Muslims pray five times a day. Very impressive! In fact, the first call to prayer goes out at dawn 
with the instruction, “Prayer is better than sleep!” When they hear the call to prayer, faithful Muslims 
stop whatever they are doing, whether in private or public, and face Mecca as they offer their prayers, 
bowing to the ground on their prayer rugs as they do so. Jews pray three times a day, four times on the 
Sabbath and five times on Yom Kippur. As impressive as these are,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us “to 
pray ALWAYS and not grow weary.” 
 
 This sounds impossible until you recall that praying means more than saying prayers. It’s good to set 
aside time each day for formal prayers, such as the rosary or morning and evening prayer and, of 
course, Mass—the highest form of prayer. But even these don’t take up all that much time. So how are 
we supposed to pray always, especially without growing tired? At its core, Christian prayer is com-
municating with God, not just praising, thanking and asking God for things, but more importantly lis-
tening in our hearts to what God is telling us. Prayer need not even have words as much as mindful-
ness that we are in God’s presence, not just in church, but in our homes, in school, in the streets—
wherever we are. If we go though our daily life mindful that God is with us and, above all, loves us at 
all times (even when we sin), our life becomes a constant prayer and we begin to experience heaven 
on eart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0, 2019 (Year C)  No. 2443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17:8-13 (14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2 Timothy 3:14-4:2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Shepherd of Souls 364 
Breaking Bread Communion Shelter Me, O God 464 

Breaking Bread 

Offering As Christ Is for Us 509 
Breaking Bread Closing 373 

Breaking Bread 

 

Jasmine Lee Matthew Choi Alice Choe Isaac Shon  Annie Mun•Gianluca Flumiani•Justin lee 

Responsorial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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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oseph Han  

Proclaim  the  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