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30주일                                                                 2018년 10월 28일(나해) 2391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싱 민 이 태 희  손 신 애 조 은 경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박 만 선  정 길 수  

11시 미사  정 병 숙  박 의 진 박 미 영  한 경 수  

6시 미사  전 수 연  김 가 희 홍 혜 진 이미첼•송지연•이승룡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17번 
210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63번 
183번 

생명의 성체여 

구원을 위한 희생 

파견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드릴 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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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학창 시절 때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좋

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음성 꽃동

네에 다녀온 일입니다. 학생 때는 세 차례를 다녀왔는

데, 그중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였고, 두 번은 연수

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연수원 프로그램이 기억나는데, 장애체험이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교육자들을 그룹으로 나눠

서, 한 그룹은 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그룹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그룹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붕대로 묶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약 2시간이 넘게 연수원 근방을 돌고, 

산길도 오르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앞

을 보지 못하는 그룹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답

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후 반나절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 의지해

서 움직였던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 앞

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한 점도 있지

만, 붕대를 풀고 난 후 다시 보게 된 주변 환경을 보면

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

타까운 일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장애를 앉고 살

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어 살아가고, 어떻

게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

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소외된 이들의 친구

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

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

먼 이를 만나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티매오입니다. 

보통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

되는 경우는 드문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이 밝혀

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예리코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

생부터 눈이 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청하

기를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성분이 어찌 되었든,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는 그곳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많

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짐

작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홀대하는 사람들의 야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르티매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

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장면에서 바르티매오가 지닌 용기와 믿음을 발견

하게 됩니다. 

 걸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 재산과도 같습니

다. 마땅한 숙소가 없는 걸인이 겉옷마저 없으면 길

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그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이와 더불어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

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눈

에 띕니다. 이 사람들은 바르티매오가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를 꾸짖었던 이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

니다. 그들은 바르티매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

고, 아마도 앞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

시는지 모를 바르티매오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인

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바르티매오의 용기와 믿음이 구원이라는 결실

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바르티매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겉모습에 따른 것이 아니

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닌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지닐 수 있으

면 좋겠습니다. 

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30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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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Universal Prayer 
                        

 For the bishops and priests who teach and lead 
God’s people: may they be aware of the needs of 
their flock.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administer justice and laws of our 
nation: may they remember the teachings of 
Christ as they enforce the worldly law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eople suffering from ailing health: that 
we may offer a helping hand in their times of 
need.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going to retreat next 
week: That they have closer bonds with each oth-
er and become closer to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have passed away, we pray to the 
Lord. ◎ 

 

 시월의 마지막 주일 아직도 나뭇잎은 푸른데 아침 

공기는 겨울 소식을 보내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미사를 집전하려 사제관을 나와 

파킹장을 가로 질로 제의실로 가는 길에 어두운 여명

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처절한 바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파킹장 바닥 여기저기에 주일 

바자회 동안 음식을 만들려 떨어진 기름 자국과 튀김 

밀가루 자국 그리고 김치병을 쌓아놓았던 자국 등등 

파킹장 주변을 꽉 채웠습니다. 그 자국들은 바로 우

리가 치열하게 고군분투한 바자회의 영광의 상처같

이 보였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몹시 추웠던 주일, 우리 본당의 

가장 큰 행사인 바자회를 모든 단체의 고군분투와 많

은 공동체 식구들과 손님들 덕분에 무사히 성공적으

로 성황을 이루어서 기쁨과 뿌듯함으로 한 주를 보냈

습니다. 이에 모든 단체와 공동체 식구들께 고마운 

마음 기도로 대신합니다.  

 

 우리 본당의 바자회는 철저한 준비로 시작합니다. 

사목회에서 주관하여 각 단체들이 일사불란하고 철

저하게 준비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해온 잔치라 관록

도 있고 나름 각 단체마다 전통이 있어서 훨씬 순조

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몸이 뛰어다니는 일이

라 참 힘들고 바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상의 직업이 다들 있는 분들이 성당에서 봉

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지 않

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미사 참례부터 한밤중까지 

하루 종일 성당에 사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어떤 이는 

퇴근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몸살 걸릴까 염

려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

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의 약한 믿음에 머쓱해집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

의 첩경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그렇게 힘들고 돈도 안 

생기는 노동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복음처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비롯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이 무겁고 힘들게 생각되지만 막상 해보면 예수

님의 말씀이 맞음을 실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30) 

 

 이번 바자회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고군분투하여 

성황리에 마치게 해주신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제 단

체와 단체 임원 여러분 그리고 사목회위원 여러분께 

진심을 고마운 마음 드립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그 고

마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의롭고 자비하신  

사제로 삼아, 눈먼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아드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넷째 주일 (10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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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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모 만남  

 

 

 

    

    

    

    

    

    

    

    

    

    

    

  경품권 일반 판매  

  

  

  

  

  

 

 
바자회 도네이션 (안나회)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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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주일학교 피정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쉬는 교우분께 주보 보내기 운동  

 

미동북부 제40차 남성 꾸르실료  

장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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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2018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이번 바자회에 수고하신 각 단체장님, 단원님들, 
사목회 각 위원님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품권 당첨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한국 왕복 항공권(1매) 14328 

2등 1명 김치냉장고(180LT) 11926 

3등 1명 LED 스마트 TV 50” 14147 

4등 6명 12106,12717,13647 
18493,11585,13710 

5등 6명 

행운상  

진주목걸이  

신정갈비 

아모레 

뉴마트 

김철희 시몬 신부님 영명 축일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할로윈 복장 콘테스트 

일시 : 10월 28일(오늘)  11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초등부 주일학교에서는 할로윈을 맞이하여  

할로윈복장 콘테스트가 카펫타임에 있습니다.  

도네이션  



알 림 알 림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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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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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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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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문의 : 성령기도회 김 데레사 (347) 453-8197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0월 28일(오늘) 2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Fresh Meadows 구역 1반  

반장 : 조재홍 레지나 (718) 263-5788 

사목회 회의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장 : 김우영 세실리아 (347) 435-6261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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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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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Octobe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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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is on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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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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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26th (Fri) to Oct. 28th (Today)   
Arrival time back to church : 5 p.m. Today, Oct. 28th 

Retreat for High School Students  
Date : Friday, Nov. 2nd to Sunday Nov.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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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ies : Please see registration form  Speci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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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After life itself, sight is one of our most precious gifts. 
And sometimes like life, we often take it for granted. I 
had a professor in college who was blind. But he freely 
walked to class and around campus simply by placing 
his hand on someone’s shoulder. One time I had the 
privilege of becoming his guide as we walked to the 
auditorium. As we walked, we talked. To my surprise,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he suddenly said, 
“Excuse me, Joe. Shouldn’t we be turning right here?” 
How embarrassing! The blind man was leading me! 
 
 Bartimaeus was the blind man in today’s gospel. He 
had heard about Jesus being a great healer, so when he 
heard the crowd calling out Jesus’ name, he shouted 
louder than they, “Jesus,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Why did the people tell him to be quiet? For one 
thing, calling Jesus “son of David” was a very danger-
ous thing to do. It is a Messianic title that had political 
consequences. Romans did not tolerate threats to their 
rule. But Bartimaeus called out all the louder. He was 
willing that risk his life in order to see again. Jesus 
called him, healed him, and Bartimaeus “followed him 
on the way.” 
 
 The way to where? To Jerusalem. To Calvary. To 
crucifixion. Having received sight, Bartimaeus became 
a true disciple, dedicating the rest of his life to follow-
ing Jesus —to the cross. If a man can restore our sight, 
he is worthy of following to the end! What about us 
who already have our sight? Are we aware of it? Do we 
appreciate it? And do we realize what we are seeing? 
All creation is an expression of God’s power. Life is an 
expression of God’s love. Healing and forgiveness are 
signs of God’s mercy. Let us never be afraid to speak 
up or stand apart from the crowd to declare our faith 
in Jesus. Then he will give us the strength and courage 
to follow him to the end. 

Father Simon Kim Feast Day 
October 28th (Today) is St. Simon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Sim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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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8, 2018 (Year B)  No.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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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1:7-9 (149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5:1-6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Christine An  Student  James Mun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He is the Lord 552 
Breaking Bread Communion God Is Love 

10,000 Reasons 
482 
560 

Breaking Bread 

Offering Amazing Grace 433 
Breaking Bread Closing 37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This is my Commandment  238 
Children’s Mass Communion Jesus you are bread for us 301 

Children’s Mass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233 
Children’s Mass Closing Walk in the Light 

265 
Children’s Mass 

 

“Go your way; your faith has saved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