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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임 수 빈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Ashely Na•Ted Park•Thomas Choi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김 신 화  김 철 순  Kevin Kim•Yule Bae•Monica Kim 

11시 미사  박 의 진  조 민 교  하 명 주  이 병 님  Kyudam Cho•Jaycee Choi•Benjamin Jeong 

6시 미사  송 지 연  문 소 영  이 승 룡  왕 은 희  전가별•윤성두• 유필립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예물준비성가 
  

218번 
215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158번 
177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파견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드릴 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2 

김철희 시몬 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0월 27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기

도 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연히 요구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

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

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께 무엇이든지 청

할 수 있는 정당함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

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무한한 영

광과 흠숭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

은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일

은 그분께서 우리의 처지를 굽어살펴 주시기를 바

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하느님 

앞에서 취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입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을 성실하

게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그가 가진 직업 

자체로 이미 자기 민족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두 사

람이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사이는 자

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죄 많은 자신

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는 두 사람 중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

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세리가 정당하다는, 또는 무죄하다는 것이 선포되

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

오.’ 하며 하느님께 바라던 세리의 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기 죄를 용서받

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느님께 겸허히 자기 자

신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그것을 당연한 권

리로 여기지 않고, 우리 편에서 마땅히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봉헌해야 하는데, 하느님께 봉헌하는 가

장 좋은 제물은 바로 세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제물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봉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하

는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피

서 2장 6-8절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

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

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

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

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

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

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겸

손한 제물로 바치신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

다. 그분께서는 오늘 바리사이와 세리에 관한 비유

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느님께 청하는 이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한 제물로 하느님께 바

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하느님

께 봉헌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느

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

는가 –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의라는 고자

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곳에서 뉘우치는 겸손

한 마음으로 하는가 – 겸손한 사람은 드높여진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다. ……… 겸손은 기도의 선

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하

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은 기도하는 이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친교의 도

구인 기도에 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

느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이 흠 없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그분께서

는 어떤 기도든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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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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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 로사리오 회

에서 준비한 일일 성지순례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도일스타운에 위치한 ‘검은 성모님 

(Black Madonna)’으로 잘 알려진 체스토호바 성모

님을 모신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폴란드의 바오로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이민자의 최대 

성지입니다.  
 
 햇살이 그윽한 가을날 한적한 시골로의 순례도 

좋았지만 성모님과 함께 하는 망중한의 시간도 좋

았습니다. 성지의 뒤 뜰을 지나 공동묘지를 끝에 자

리한 수도원의 최초 경당을 찾았습니다. 나뭇가지

를 스치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공동묘지를 가로질

러 가는 길이 소풍 가는 아이처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소박한 창고를 개조한 경당이 있

고 아무도 없는 빈 경당 안에서 감실의 주님과 ‘검

은 성모님’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참 평화로 왔

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으셨

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잘 쓰이지 않은 한적한 곳의 건물이라 

좀 쾌쾌한 냄새가 났지만 그도 정겨웠습니다. 지금

은 그저 종탑만 지키고 있는 종들도 왠지 경쾌한 

종소리를 들려줄 것 같아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작게 

써진 경당의 연혁도 시골 할아버지에서 듣는 옛이

야기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한적한 경당에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

다. 언제나 우리 본당이 그렇듯이 시월도 예외 없이 

참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 본당 행사에 많은 

봉사자들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지만 그만큼 주님

의 은총도 풍성한 한 달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 본당 식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식구들도 각자의 삶의 무

게에 지치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믿음을 다시 일어

나  소망을 잃지 않고 다 함께 주님의 나라로 순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난 주 본당 바자회는 그 행사의 백미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모든 본당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기

쁜 하루를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행히 비가 오후에 왔지만 빗속에서도 즐거운 시간

을 지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비마저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이 오히려 좋은 추억을 남겨주

었습니다.  
 
 또한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대부

분의 단체들이 준비한 음식과 물건을 모두 판매하

였습니다. 올해도 십만 불 이상의 기금을 ‘기도 뜰’

을 위해 모았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며 우

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상황

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우

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지혜가 또 내일을 여는 힘

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 18: 9-14)처럼 하느님

께서는  죄를 짖지 않은 선인을 칭찬하지만 죄를 지

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구원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

개하기 때문에 받는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

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로 시작하는 11월 전례력 마지막 달로  위령의 달이

기도 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은  ‘죽음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모든 위령 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달을 시작하기

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서곡이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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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미사 : 11월 1일(금)  7 a.m. & 8:30 p.m. 

첫 금요일 신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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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권 일반 판매  

  

  

  

  

  

 

 

2019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한국 왕복 항공권(1매) 10751 

2등 1명 LG 스타일러 19766 

3등 1명 김치냉장고 14398 

4등 6명 19689,11334,17396 
15411,17322,17493 

5등 6명 

행운상 1명 

바자회 협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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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 남성 피정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중등부 주일학교 피정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주일학교 할로원 커스튬 콘테스트 (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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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대상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여정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김철희 시몬 신부님 영명 축일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바자회 도네이션 (안나회) 

주일학교 부모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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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0월 6일(일) - 10월 12일(토) 18,054단 

누적 봉헌 단수 총 961,52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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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상담소  

Bayside 구역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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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서, 최지호, 김준수, 최광희  

 

  

  

St. Paul Medical Mission Trip 

미동북부 ME 제77차 11월 부부주말 

일시 : 11월 1일(금) 7 p.m. - 11월 3일(일)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주소 :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대상 :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부부생활을 원하는 부부들  

신청 및 문의 : 조민교 루치아노 (646) 220-1990 

미동북부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날짜 : 10월 24일(목) - 10월 27일(일) 3박4일 

장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뛰어라  

Flushing 2 구역 3반  

11월 9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 구역 4반  

11월 2일(토)  4 p.m.     
아스토리아 아파트 친교실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Flushing 2 구역 7반  

11월 9일(토)  7 p.m.    한기향 데레사 Home 
33-37 164 St. #2Fl.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0월 27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채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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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Church may be a sure haven for sinners and outcasts, let us pray to the Lord.◎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we elect to office in the state may protect widows, orphans, the aged, and the homeles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believers may deepen their prayer and penance by meditating on the mysteries of the rosar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going on retreat: May the students become closer to the Lord as they 
form bonds of friendship and comm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be free from spiritual prid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will give his crown of righteousness to our dear departed ones and those who were alone in 
their mortal life, especially now that All Souls Day is approaching.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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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p to last week is 
961,525 decades. 

Universal Prayer is on page 7.  

The Trouble with Pharisees 
Thir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trouble with Pharisees is they thought they 
were holier—and better—than everybody else. The 
Pharisees in the Bible were laypeople devoted to 
keeping all 613 Commandments. That part is okay. 
But trouble enters when other people don’t keep all 
the Commandments. The Pharisees looked down on 
these people. Actually they looked down on just 
about everybody else. In fact, the name “Pharisee” 
meant “separated one.” That is, they wanted to be 
separated from the rest of humanity: especially the 
unwashed, uneducated—and therefore supposedly 
unholy.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a parable about two 
men going into the Temple to pray. The Pharisee 
proudly stood in front of the altar and, notice: he 
prayed to himself! He gave thanks only because he 
wasn’t like other people—not even the tax collector. 
Now, tax collectors were despised because they often 
cheated and betrayed their own people by gathering 
taxes for the Roman oppressors. Tax collectors were 
more hated than the Romans! Yet despite this, Jesus 
holds him up as better than the Pharisee. Why? Be-
cause the tax collector knew he was a sinner in need 
of God’s mercy.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God’s 
mercy! Let us never fall into the trap of thinking, like 
the Pharisee, that just because we do all our prayers 
and go to church and read the Bible, that we are 
somehow better than anyone else or any less in need 
of God’s mercy than all other s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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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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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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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Simon Kim Feast Day 
October 28th (Mon) is St. Simon’s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Simon Kim.  

Bereavement Retreat in English   
For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relatives, friends 
and want to rebuil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me : Who encourages us in our every affliction  
Date : Nov. 8nd (Fri) 9 a.m. - 12 p.m.  
Place : Church basement (Room #2) 
Contact : Marie Agnes Lee CSD (929) 310-8540 

Halloween Costume Contest 
When : Oct. 27th (Today) 11 a.m. - 12:30 p.m. 
Where : Church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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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irach 
  Sirach 35:12-14, 16-18 (150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2 Timothy 4:6-8, 16-18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Gathered In  318 
Breaking Bread Communion Precious Lord, Take My Hand  688 

Breaking Bread 

Offering These Alone Are Enough 395 
Breaking Bread Closing Whatsoever You Do  522 

Breaking Bread 

 

Mina Kim Alex Kwak Andrew Oh Eric Kim•Edward Oh•Bona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ason Yoo•Alice Choi•Clair Kim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Jesu, Jesu 241 
Children’s Mass Communion 290 

Children’s Mass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228 
Children’s Mass Closing God Is a Part  235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