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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장 택 규 곽 환 섭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수 진 이 재 명  윤 수 연 양 승 국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유 경  이 병 님  

6시 미사  조 재 호 전 수 연  이 승 룡 전가별•홍혜진•손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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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예물준비성가 
  

221번 
340번 

받아주소서 

봉 헌  

영성체성가  
 

171번 
156번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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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

다운가!” (로마10: 15)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면서 “민족들의 복음화

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전교주일”입니다. 전교

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 믿는 이

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음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

다.” (마태오 28: 19-20)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기

쁜 소식” 즉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십

니다. 즉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어 더 많은 이

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

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공생활

의 주요 사업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래

아 여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복음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믿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복음의 진

리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주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

와 용서를 동반하는 하느님 말씀의 실천이었습니

다. 죽은 이를 살리실 때에도 죽은 이가 불쌍하기

도 하였지만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불쌍하고 안

타까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과 절

름발이를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존권

을 되돌려 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열

쇠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신

앙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제 2독서에 바오로 

성인은 역설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

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

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14-15) 

 

 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

적은 말씀을 믿을 말씀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

다. 기적이 없어도 하느님의 말씀은 구원의 힘있

는 진리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신기한 기적을 쫓는 사람

들을 만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길 좋아하지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이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신비한 기적과 신

비한 경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

히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잊게되면 빈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중심인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사라입니다. 바오로 성인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

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

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코린토 13: 1)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8년 10월 21일 

 지난 10월 17일 성 베드로 성당의 수요 일반 

알현 강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누군가를 파괴하고, 억압하

고,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가치 있게 여기고, 포

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10계

명의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

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즉 교황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 만을 일컫

는 것이나 이외 누군가를 파괴하고 억압하고 제

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파괴와 억압은 권력의 

남용이나 육체적 또는 언어의 폭력을 포함합니

다. 나아가 질투는 이기적 사심은 패거리를 만들

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 또한 광의의 살인입

니다.  

 

 즉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관계 안

에서는 이 계명은 죽은 나뭇가지처럼 죽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계명은 바로 사랑 실천의 첫째가 됩니다. 바로 

보편적 포용과 용서의 화합이 바로 살인을 하지 

않는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

라 살리는 것이 이 계명의 역설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전교는 단순히 ‘하느

님은 창조주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 믿으십

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

신 지옥” 또는 “Know God, know peace; no 

God, no peace.”라는 단순 이분법적 웅변도 아

닙니다. 그 말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

는 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녹음기처럼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어느 목소리보다 큰 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교하게 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전교 여행을 다니며 역설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

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믿는 이들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완

벽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

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발전하는 존재입니

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

면서 때로는 무개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

지만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는 

부활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불가

능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즐긴다면 이 또

한 이기적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반하는 신앙입니

다. 우리 믿음의 중심인 하느님의 사랑은 나눔으

로 비롯됩니다. 보편적 나눔은 바로 자비의 실천

이며 완성의 첫걸음입니다. 그 사랑은 나 스스로

를 사랑하면서 시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리고 점점 넓혀 세상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

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

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

께 있겠다.” (마태 28: 20) 



 

 

셋째 주일 (10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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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해남 요셉 $2,000 

2 한기남 요한 $1,500 

3 삼원각 $1,000 

4 박기효 베드로 $1,000 

5 김재국 요셉 $1,000 

6 추영철 미카엘 $1,000 

7 박영서 베드로 $1,000 

8 오세정 바오로 $500 

9 신인순 레오니아 $500 

10 최현진 로사 $500 

11 익명 $500 

12 삼수갑산2 $500 

13 $500 

14 홍성우 바오로 $500 

15 정봉재 토마스 $500 

16 넌 짜장 난 짬뽕  $3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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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뉴마트 $500 상품권 

8 로사리오회  $500 상당의 의류 

9 신정  $300 상품권 

“기도 뜰” 조성을 위한 바자회 도네이션 

안나회 만두판매  

본당 바자회  

2018년 “기도 뜰” 조성을 위한 바자회 

10월 21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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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주시고 끝까지  

뒷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 행사 품목 및 협조 단체 

단체명 품목 

안나회 갈비백반, 해물파전, 김치전, 청국장, 죽, 소

주, 막걸리 

로사리오회 

어머니연합회 비빔밥 

하상회 사과, 감, 음료수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떡꽂이, 튀김 

메아리 주먹밥 

한국학교 견과류, 에코백, 모자, 오카리나(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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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중고등부) 호떡, 버블티, Corn on the cob, Sausage on a 
stick, games.  

성제회 빈대떡, 꼬치구이 

성령기도회 영성 CD, 찬양 CD, 오뎅, 우동 

연령회 군밤 

요셉회 군고구마, 호두과자 

베드로회 국밥, 소주, 국화꽃, 막걸리 

생활상담소 

꼬미시움 성물, 신앙서적 

간호사회 의료봉사, 스카프, 악세사리 

성소 후원회 삼각김밥용 김, 다시마 젤리 

사제단 & 사목회 본부석 

구역분과 떡 판매(떡매 체험), 족발, 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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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교리  

본당 바자회 관계로 10월 21일(오늘)은 주일학교와  

12:30 p.m. 어린이 미사가 없습니다. 

중등부 주일학교 피정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치유예절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미사 : 11월 1일(목)  7 a.m. & 8:30 p.m.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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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미동북부 제40차 남성 꾸르실료  

날짜 : 10월 25일(목) - 10월 28일(일) 3박4일 

장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Pre-Cursillo (꾸르실료전 교육) 

뛰어라  

10월 월례회는 “뛰어라”로 대체합니다.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날짜 : 11월 9일(금) - 11월 10일(토)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손영호 (917) 742-3448 

대부모 만남  

 

제12회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알 림 알 림 

단체 및 모임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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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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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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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문석현, 안영남, 전대영  

 

  

  

생활 상담소 
미동북부 63차 성령세미나  

일시 : 10월 28일(일) - 10월 31일(수) 3박 4일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문의 : 성령기도회 김 데레사 (347) 453-8197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0월 28일(일) 2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쉬는 교우분께 주보 보내기 운동  

 

Bayside 구역 5반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복사단 모임 

사목회 회의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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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Octo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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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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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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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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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World Missio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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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Date : Nov. 9th (Fri) - Nov. 10th (Sat)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Youngho Stephano Shon (917) 742-3448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Medical service date : Nov. 9th(Fri) - Nov. 11th(Sun),  
                                Haiti Kkotdongnae 
Under the guidance of Fr. Andrew Kim, we are going 
to medical service with Dr. Lee HanShik and Haiti 
Kkodongnae. Please pray for all the medical staff and 
volunteers who participate. We will come to share the 
faithful prayer and love of all believer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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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oul’s Day Mass  
Date & Time : Nov. 2 (Fri)   7 a.m. & 8:30 p.m. 
Please use special collection envelope for memorial 
offering.  

12th Bereavement Retreat in English   
For those who lost the families, relatives, friends and 
wants to rebuild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me : who encourages us in our every affliction  
Date : Nov. 2nd (Fri) 9 a.m. - 12 p.m.  
Place : Church basement (Room #2 
Contact : MarieAgnes Lee (929) 31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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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that he may lead God’s people through these troubling time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our government recovers its values of integrity, duty and service to the people that elected them,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remember the sacrifice that the Lord made so that we may come closer to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hurch Bazaar: that it may be a success as we feel a sense of community.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students who will go to the junior high school retreat next weekend: that they become closer to 

God through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Some years ago there was a interesting movie called “The Poseidon Adventure”. (See if you can 
see it on YouTube, Netflix or DVD!) A huge tsunami overturns a cruise ship and flips it upside down, 
so the the decks are below the surface and the hull and smokestacks are above water. Inside the ship, 
everything was topsy-turvy. The floors were over the passengers’ heads and the ceilings were under 
their feet. They realized if they wanted to be rescued they had to go to the bottom on the ship. In other 
words, to go down they needed to go up! 

  That movie is a great analogy for our world today. In case you haven’t noticed, EVERYTHING 
seems upside down. How then can we be saved in such utter confusion? As usual, Jesus provides the 
answer. We need to be humble if we want to be exalted. We need to serve if we want to rule. We need 
to go down to go up! 

  Jesus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We who claim to follow Jesus must therefore do what 
he did. There is no social position so high that we are above doing something lowly. After all, Jesus 
washed his disciples’ feet. That was the lowly job of a servant, not that of a master. But if Jesus did it, 
we too should always be willing to help one another, especially if we occupy a high position in the 
community. 

       Weekly Homily                                                                                                                                                         October 21, 2018 

29th Sunday i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1, 2018 (Year B)  No. 2390 

 

Jayson Choi Simon Cho Mina Kim Joshua Shon 

Responsorial Psalm    ◎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3:10-11 (146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4:14-16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One Lord  649 
Breaking Bread Communion You Alone 

On Eagle’s Wings  
664 
437 

Breaking Bread 

Offering Blest Are They 629 
Breaking Bread Closing 377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will be the slave of  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