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31주일                                                                  2019년 11월 3일(다해) 2445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탁 환 섭  박 지 희 Ashley Jeong•Kevin Kim•Claire Kim 

8시 미사 서 승 덕 이 재 명 윤 수 연  박 영 서  Anthony Choi•Katherine Park•Annie Mun 

11시 미사  최 혜 숙  정 기 형  이 유 경  김 재 국  Dylan Park•Seon Lee•Ashley Na 

6시 미사  유 현 주 김 영 훈 정 기 태  박 범 영  박상민•조호동•최유승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19번 

예물준비성가 
  

342번 
41번 

제물 드리니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64번 
151번 

떡과 술의 형상에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7번 이 세상 덧없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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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1월 3일 

 오늘 연중31주일의 복음은 루카 복음의 19장 1절에

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전례력 한 해를 마

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3주 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레아 지방

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
릴레아 지방에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

하신 예수님은 때가 차자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결

심합니다.  
 

 이 순례는 당신을 아버지 하느님께 현양할 때가 되

어 마지막 순례길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전교 

순례를 떠나십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지방이 사마리

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로 이방

인 취급을 받으며 불결한 지역이라 여겨 갈릴레아와 

유대의 중간에 위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요르단강 동

쪽으로 돌아서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

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구원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러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잊

고 서로 갈라져 반목하고 미워하며 헐뜯으며 살아가

는 것이 예수님께는 안타깝고 불쌍한 현상이었습니

다.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짖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바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

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하여 배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바리사이도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면서 남들이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즉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 자신은 용서하면서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위선을 참을 수가 없

었습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회개와 용서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주일의 

복음의 현실적 변화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복음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드러

내며 기도하는 교만한 바리사이와 자신의 죄를 뉘우

치면서도 변하지 못함에 고개 숙여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8: 13).”라며 

기도하는 세리의 이야기에서 오히려 회개한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번째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예리코에서 일어난 일을 입

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 세리가 의롭게 되리라는 비유의 

이야기는 오늘 예리코에서 세관장인 자케오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들려줍니다. 결국 잘

못한 이를 미워하고 단죄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받아

들임으로써 회개하고 변화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리코의 공공의 적인 자케오는 키가 작은 사

람입니다. 아마도 난쟁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자랐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남들보다 더욱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

욕과 무시에 대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세관장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대표자로 로마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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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세금은 직접 거두지 않고 용역을 주거나 대

행권을 일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은 바로 로

마로부터 위임받은 세금징수 용역인 셈입니다. 그들

은 대개 고시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 자신이 착복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관장이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까

지 올라가는 열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지난 주일 복음

의 하느님께 회개하여 자신을 낮춤으로서 의롭게 높

아진 세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예수

님은 당신을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초대합니다. 
 

 자케오에게 자신의 잘못을 훈계하고 힐책하면서 회

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닫힌 마음을 열

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

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를 짖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 안간힘을 쓰

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그 죄를 

전가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죄로부터 자기 합리

화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하며 자기를 

반성하고 용기를 내어 회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집에서 

머무르시겠다고 하시자 군중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

의 집에서 묵어가는군.” 하고 투덜거렸습니다.(19: 7) 
바로 이 전에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오시면서 첫번

째 기적은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비를 

구한 눈먼 이를 고쳐주시는 자비였습니다. 이때 “군

중도 모두 그 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참조 18: 35-43) 
 

 이렇게 군중들은 하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하

지않고 자신의 기준과 감정에 치우쳐 자신 맘대로 판

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

면 뱉는 얕은 군중심리에 휩싸여 하느님의 진정한 사

랑을 느끼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케오는 자신을 품어주는 예수님께 감화되어 회개합니

다. 그 회개는 단순히 영적인 회개 뿐만 아니라 물적으

로도 자신이 횡령한 재물을 주민들에게 네 배로 돌려주

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가장 욕을 먹던 죄인이 이제 선행의 주인공이 되는 순

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 죄를 지적하고 꾸짖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야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휘고 꺾인 못은 망치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삐뚤어지

고 닫힌 마음은 질책으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웃

의 따듯한 자비에 의해서만 그 마음이 바르고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케오와의 관계에서 그 자비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으로 함부

로 판단하고 투덜거린 군중에게 제대로 본을 보여주셨

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왜 자케오를 따듯한 마음으로 품어주

어 회개 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자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

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루카 복음의 초 성모님이 예수님을 성령으

로 잉태하고 사촌인 엘리자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자

벳의 노래에 대한 답으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것이 

바로 ‘마그니핏캇’입니다. 이 노래의 끝부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

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미치리로다.” (1: 
55) 그리고 72절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가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맹세이니……”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

하러 왔다.”(10) 그리고 그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

라 바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루카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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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50대~60대 남성 피정  

St. Paul Medical Missio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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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광고주 모집  

 

특별헌금  

 

봉성체    11월 8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 1월 8일(금)  10:30 a.m. 

경로의 날 행사      
11월 12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Pizza Night 

사무실 휴무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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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단원 모집 

한울림 성가대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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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탑 Pr. 단원 모집  

시간 : 매주 일요일 9:20 a.m.  
장소 : 제1교육관 2층 제2교실 

문의 : 박연수 미카엘 (646) 957-3302 

*성모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열심한 신자 

 환영합니다.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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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주일학교 부모교육 (특강)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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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0월 20일(일) - 10월 26일(토) 15,534단 

누적 봉헌 단수 총 977,059단 

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1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병철  

 

  

  

반모임 

미동북부 ME 제77차 11월 부부주말 

일시 : 11월 1일(금) 7 p.m. - 11월 3일(오늘)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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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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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뜨레야 팀회합  

일시 : 11월 21일(월) 8 p.m.  
지하 친교실에서 팀회합이 있습니다. ‘어린양의 

만찬’ 교재로 남희봉 벨라도 지도 신부님의 강의

로 있습니다.  
꾸르실료 일일 피정  

일시 : 11월 6일(토) 9:30 a.m. - 4:30 p.m.  
장소 : 뉴저지 가톨릭 회관   
신청/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Flushing 2 구역 1반  

11월 10일(일)  1 p.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Whitestone 구역 8반  

11월 15일(금)  10 a.m.    정승숙 골롬바 Home 
166-32 25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구역분과 회의  

일시 : 11월 5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일시 : 11월 6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대건회 월례회  

일시 : 11월 16일(토)  7 p.m.  성당 친교실  

코너스톤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일)   9:30 a.m. 미사 후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11월 3일 

7 







Announcements  1st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November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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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p to last week is 
977,059 decades. 

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Special Collections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Zacchaeus the little man climbs a tree to look down 
on Jesus. As a tax collector, he looked down on many 
people, but Jesus looks up at him and invites himself 
to a meal. In our service, Jesus looks at us, too, and 
invites us to his meal and sacrifice, the Holy Eucha-
rist. Coming to seek out and save what was lost, Je-
sus calls on each of us to fulfill our desire for good-
ness and to complete what we are doing through 
faith. Like Zacchaeus, we must welcome him joyful-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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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eavement Retreat in English   
For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relatives, friends 
and want to rebuil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me :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should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the one whom you 
sent, Jesus Christ. (John 17:3) 
Date : Nov. 8nd (Fri) 9 a.m. - 12 p.m.  
Place : Church basement (Room #2) 
Contact : Marie Agnes Lee CSD (929) 310-8540 

Pizza Night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Joann (917) 254-8540 

retreat 

Veteran’s Day is on November 11th (Mon). There 
will be mass at 7 a.m. 

The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November 11th 
(Mon).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starting 
December.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all donations in.  



By Fr. Joseph Veneroso, M.M.  

Go Out on a Limb for Christ 
<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November 3, 2019 

 Zacchaeus was a tax collector, that is, a despised fellow Jew who extorted money from his own peo-
ple, skimmed off some for himself and gave the rest to their Roman oppressors. He was wealthy pre-
cisely because he took more than he should. He knew he was hated by his fellow Jews, but what did 
he care? He was rich. 
 
 Then one day he heard that the famous teacher, Rabbi Jesus of Nazareth, was passing through town 
and he got caught up in all the excitement of seeing the equivalent of a rock star. Trouble is, Zacchae-
us  was short so he couldn’t see this Jesus because of the crowd. Being resourceful, he climbed up a 
sycamore tree to get a better look. This, despite the dirty looks he got from the people. But he was 
used to that. That’s a small price to pay to see Jesus. 
 
 Just as Jesus passed underneath the tree, he paused and looked up, straight at Zacchaeus—and called 
his name! What’s more, Jesus said he wanted to have supper at Zacchaeus’s house that day. Now the 
people really became outraged. Why was Jesus dining with a sinner? Not just normal sinners like us, 
but a traitor as well! But Zacchaeus stood his ground and offered to pay back fourfold anyone he’d 
cheated. Then he heard the unbelievable words: “This 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for he too 
is a son of Abraham.” 
 
 Notice: Jesus did not offer to go to Zacchaeus’s house unless he repented.  Rather, Zacchaeus re-
pented in response to Jesus coming to his house. First Jesus graces us with his friendship, and the only 
proper response is joyful repentance. Zacchaeus went out on a limb, risking ridicule, to see Jesus. Are 
we concerned what others might think of us if we go out on a limb to be seen as a believer in Christ? 
What’s holding us back? Jesus wants to come home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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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holy Catholic Church may continue to welcome those who seek forgiveness and inner peac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who direct business and industry may be generous and jus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sinners may be drawn back to the sacrament of pen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be grateful for the grace of forgive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n retreat: may they discover that they are a part of our growing communi-

ty and develop a new relationship with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going on retreat next weekend: May the students become closer to the Lord as 

they form bonds of friendship and comm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dead may know the mercy of the God who created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3, 2019 (Year C)  No. 2445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1:22-12:2 (15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1:11-2:2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537 
Breaking Bread Communion Shelter Me, O God 464 

Breaking Bread 

Offering Amazing Grace 432 
Breaking Bread Closing Blessed by Your Sacrifice   197 

Breaking Bread 

 

Cristine An Chris Yang Alex Kwak Catherine Lee•Eric Kim•Songyee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ayson Choi•Mina Kim•Bona Lee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Peace Is Flowing Like River 210 
Children’s Mass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233 
Children’s Mass Closing Walk in the Light  265 

Children’s Mas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