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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6번  이끌어주소서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3번 
506번 

 생명의 성체여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이 태 희 김 정 윤  남 화 성  김 성 자  

8시 미사 김 지 은  정 봉 재  윤 경 숙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Edwin Shin Andrew Oh  Audrey Oh  Katherine Park • Sara Kim • Agnes Na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Teacher Mi Chang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박 지 은  황 혜 성  김남효 박여원 전가별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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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30주일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세상을 죄에서 해

방시키시는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복음의 많은 

부분은 죄에 짓눌려 사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

수님의 다양한 말씀과 행적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

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그분

의 구원을 청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리코의 눈먼 이

를 고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구약 시대에

는 질병이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하느님의 축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의식의 그

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례 중 

참회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처럼, 예리코의 눈먼 이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

풀어 달라고 청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

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긴 병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

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묻지 않으

시고,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병의 치유로

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의 

그늘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다시 빛이신 하느님

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즉 구원으

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분께서 예리

코의 눈먼 이를 치유해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구원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는 구원이 인간의 믿음에 달려다는 말씀을 하십

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2

주 전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구

원을 받을 수 있느냐며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

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

난 복음의 내용과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

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

님께서는 마태오 복음 1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

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

음이라도 있으면, 그들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강한 믿음만 

있으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라 우

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인식될 수도 있습

니다. 이는 과거 성 아우구스티노가 펠라지우스 

이단과 벌인 오랜 논쟁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펠라지우스에 대항하여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을 구원한

다는 입장에 더 무게를 싫었고, 결국 교회는 아

우구스티노의 은총론을 교의로 받아들이고 펠라

지우스를 이단으로 단죄하였습니다. 현재도 교

회의 분명한 입장은 인간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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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느님의 은총

을 배제하고 인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

다 구원은 우리의 강한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

어진 하느님의 은총과 만날 때 큰 힘을 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느

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은총으로 받

아들이는 삶을 전제합니다. 믿음만으로 모든 것

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자신을 맡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

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

시는 뜻에 일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0주일 10월 24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저물어가고 만추의 아름다움을 기다리게 

합니다. 올해의 단풍이 예년에 비해 화려할 것이

라는 예보를 들었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예감

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만추의 화려함을 기대

해 봅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활기에 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의 

의욕은 위대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변에 두려

움이나 병환으로 일상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들

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

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혼자만 잘 살고자 하는 현세

구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Catholic)” 

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로 ‘보편적 구원’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누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여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메

시지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

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

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

지 않는 이들이 하느님을 믿게 된다면 이 보다 더 

복음적인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기적 이야기로 예

수님께서 눈먼 거지를 치유해주시는 이야기입니

다. 눈먼 거지는 두 가지의 고통을 갖습니다. 당연

히 육체적으로 불편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인 거지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눈먼 거지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습

니다. 더군다나 눈먼 거지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

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

어 주십시오.”(마르코 10: 47)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태 전통 예

언인 구세주이신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

태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

보.” (마태오 1: 1) 

 

  눈먼 거지는 당장의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애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로 알고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이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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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적 청원을 넘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에 귀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은 그를 불러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눈을 뜨게 해달 

라고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다.”(마르코 10: 52) 

 

  오늘 복음이 더욱 재미있는 것은 다른 기적의 

이야기와 달리 눈먼 거지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

했다는 것입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이는 그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칭

호가 예사롭지 않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눈도 뜰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시각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보

편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

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

상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참 힘든 시대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가 곧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시작되길 기대하지만 그리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용기

를 돋구어 주고 희망을 북돋아주려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주변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비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자비의 눈을 갖은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이러한 눈

으로 세상을 보며 인고의 시대를 견디고 매일 나

름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가

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코 1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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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의롭고 자비하신  

사제로 삼아, 눈먼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아드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넷째 주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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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서적 판매  

영어 혼인 교리  

일시 : 11월 20일(토)  11 a.m.  

혼인 교리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정은  

준비관계상 2주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성당 사무실  

문의 : (718) 321-7676 

알 림 

2021년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0월 29일(금) - 10월 31일(일)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 미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촛불 봉헌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

시는 분은 사무실로 10월 31일(일)까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 11월 2일(화)  7 a.m.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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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모든 성인들, 특히 교회력에 있어 축일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의무축일이며 헌금 있습니다.                                                              

미사 : 11월 1일(월)  7 a.m.  

첫금요일 성시간   

11월 5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날짜 : 10월 24일(오늘) & 10월 31일(일) 2주간 

시간 : 8 a.m. - 11 a.m.  

중간 점검 성경 필사 노트 수거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쓰신 분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 옆, 구역분과 

데스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일시 : 10월 24일(오늘)  9 a.m.   

장소 : 친교실  

인원 : 선착순 50명  

보험 있으신 분은 보험카드 지참하시고, 없

으신 분도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5세-11세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

습니다.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10월 24일

(오늘)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백신 제조사 : 화이자  

대상 : 5세—11세 (선착순 100명) 

장소 : 교육관  

준비물 : 여권이나 학교 ID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목회 안내 데스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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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도네이션  

요셉회 청소의 날 

10월 26일(화)  10:30 a.m. 

장소 : 요셉회관 앞  

단체 및 회의  

알 림 

우리의 정성 

2021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경품권 당첨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7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Cash $2,000 25885 

2등 1명 LG 스타일러 29525 

3등 2명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  
24851, 24688 

5등 4명 

6등  14명 

행운상 29명 

 

  

 온라인 헌금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0월 24일(오늘)  11 a.m. 

장소 :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일시:10월 24일(오늘)  2 p.m.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전)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친교실) 

단체장 회의  

10월 26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10월 24일(오늘)  12:2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문의 : (917) 449-5621 

선교후원 도네이션  

남성 단체 연합 골프대회에서 선교후원 도네이

션으로 $1,000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회 도네이션  

이명례 로사리아 $1,000 장학회 도네이션 하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사리오회 생선전 판매  

시중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생선전을 판매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2021 성소후원회 주요 기부내역 

성소후원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기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뉴튼 수도원  $1,000 

꽃동네   $500 

프란시스코회 (제속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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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생활상담소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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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2구역 2반  

10월 24일(오늘)  3 p.m.    

장소: 성당 친교실     

반장 : 양희정 모니카 (917) 855-5453 

생활상담소 상담 

10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Flushing 1구역 1반  

Bayside 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10월 31일(일)  11 a.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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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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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all who believe in Christ may be of one heart and soul, working together to cure the sickness of 

humankin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non-believers: that they may find in Christ the love and peace for which every human heart 

yearns,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are faltering in their faith or who are tempted to abandon their faith, we pray to the Lord. 

◎ 

 That our faith enable us to see Christ in the people we want to ignore, bypass, disdain or despise, we 

pray to the Lord. ◎ 

 That our holy lives, our concern for others, our consecration in the truth, be the means of bringing 

faith in Christ to others,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October 24, 2021 

4th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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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Pre Cana (Zoom)  

2021 High School Retreat All Saint’s Day Mass 

 

All Soul’s Day Mass 

 

First Friday of The Month 

 

Flu Vaccination  

COVID19 Vaccinati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4, 2021 (Year B) No. 2550 

Responsorial  

Psal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Jeremiah                 
   Jeremiah 31:7-9 (149B) 

Second Reading  

    
   Hebrews 5:1-6 

Communion Antiphon 

  We will ring out our joy at your saving help  
   and exult in the name of our God.  

Psalm 126:1-2, 2-3, 4-5,6 

Where Are You Broken? 

<Thir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do you do with an ordinary ceramic bowl that breaks? In America we tend to just throw it away 
and buy a new one--just as fragile and just as ordinary. But Japan has developed an art form called 
Kintsugi, or "binding with gold." They repair the broken bowl by reconnecting the broken pieces with 
molten gold. By doing this they transform what was once broken and therefore useless into a rare and 
beautiful piece of art. 
 
  Each of us is broken in different ways. Each of us have our own wounds. Instead of hiding these, if 
we offer them to the Lord he will put us back together and create a masterpiece. In today's gospel, 
Bartimaeus, the blind man, refuses to be silent when he hears that Jesus is passing by. The disciples 
want him to be quiet. They want him to be ashamed and hide his disability. But he cries out all the 
more to Jesus, who hears and heals him. And what does he do in response? He follows Jesus on his 
way. To where? To Jerusalem. To the cross. To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In a word, he becomes a 
disciple. Today we are invited to offer our brokenness to God. And when God accepts and heals our 
wounds, in gratitude we too must follow Jesus in service to others. 

Master, I want to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