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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정 명 진 김 혜 영  박 현 숙  

8시 미사 최 명 진  김 병 민 김 신 화  차 충 재 

11시 미사  이 수 이  정 기 형  최 향 이 주 호 종 

6시 미사  이 승 룡 이 미 첼 선 다 형  전가별·유필립·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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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예물준비성가 
  

211번 
212번 

주여 나의 몸과 맘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66번 
496번 

생명의 양식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7번  이 세상 덧없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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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요일에 오전에 미동북부 성령쇄신 세미

나에 강의를 해주러 Stony Point의 돈 보스코 성

모님 슈라인에 다녀왔습니다. 강의 시간에 맞추

어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사제관을 나섰습니다. 이

른 시간이라 가는 길에 던킨 도너스에 들려 커피 

한 잔 사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문득 예전 신학교 

가기 전 직장 생활할 때 출근 하던 생각이 났습니

다. 신학교에 들어가 기숙사에서 지내고, 신부가 

되어 사제관에서 지내니 통학이나 출근을 안 해

본 지도 26년이나 되었으니 까맣게 잊었던 추억

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

하고 델리나 베글 가게는 아침을 해결을 위한 사

람들로 분주하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시

간을 재촉하는 발걸음으로 깨어져도 아직은 싱그

러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는 느낌이 뭔가 

새롭고 싱그러운 설렘으로 커피 향과 함께 차 안

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근하는 재미가 이런 것이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의 그윽한 향을 즐기며 Whitestone 

Bridge에 도달하니 출근하는 차들로 꽉 막혔습

니다. 굼벵이 기어가듯 아주 천천히 다리를 건너

다보니 다리가 출렁거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시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답답함이 스멀스

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움은 어느새 조

급함으로 바뀌고 설렘은 걱정으로 바뀌면서 출근

의 싱그러운 설렘은 사라져 버렸고 짜증과 답답

함이 몰려오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의 강의를 수락했지?” 옛날 기억, “출근길은 지

옥이다.”가 떠올랐습니다. 

 

 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꽉 막힌 고

속도로를 벗어나 팰리사이드 파크웨이로 들어서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니 탁 트인 길가로 단풍이 펼쳐지니 답답함은 다

시 시원함으로 변하고 출근에 이런 재미도 있구

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조변석개보다 

더 빠른 변덕이 한 두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참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풍의 

풍광은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겨우 두시간 남짓한 아침 여행에 많은 감정 변

화가 있었지만 결국 제시간에 맞추어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이며 “맞습니

다.”하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처음에는 가슴 뿌듯해하다가도 이내 힘들

어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서 어떤 이는 냉담하고, 또 적당히 타협합니다.  

 

 지난주일 복음(마태 10: 46-52)에 예수님은 바

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눈먼 거지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고 알려주십니다. 그 눈먼 거지의 소원은 당연히 

눈을 떠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다시 보는 것이

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또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

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러

움 속에서도 깨끗함을, 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

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고 그

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과 아

름다움과 빛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밝게 

빛나게 하는 하느님의 삶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

대하라고 명하십니다.  

 

 믿는 이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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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

면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쉬

기도 하고 가끔은 그 길을 벗어나 더 빠른 길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 원래의 목적

지를 향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

의 삶입니다. 그 길은 좁고 거칠지만, 더 많은 이

들이 함께 더불어 가다 보면 좁은 문을 지나기 쉬

워지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질 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복음(마태 12: 28-34)에

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일러주

십니다. 모든 하느님의 법은 사랑이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 호르몬 작용의 결과가 아

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눈먼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

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

에 순명할 수 있고 그 순명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들국화에게서 들

국화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지 장미의 화

려함을 찾으려 하면 실망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할 때에도 스스로의 아름다움보다 

남들에게 찾은 아름다움을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

면 오히려 자격지심과 질투의 미움으로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함과 

다름이 공존합니다. 비슷함의 편안함과 다름의 

다양함을 그대로 존중하면 우리는 함께 기쁘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슷함을 싫어하고 달라서 비난하

면 우리는 서로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갈 길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

지인 하느님 나라는 멀어질 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길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

습니다. 지치고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멈추고 싶

을 때 잠시 앉아 쉬며 목적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

을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의 즐거움과 설렘 그리고 행복

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랑입니다. 온 몸과 온 마

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목적지 하느님의 나라

는 그리 멀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일상의 사소함에

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사소함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힘을 얻고 

사랑이 없으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사소한 

일에 듬뿍 주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

면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은 가을 햇살에 반짝이

는 만추의 단풍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주님밖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성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첫째 주일 (1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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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  

의료 선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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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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김현우 프란치스코 (917) 815-6400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광고주 모집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특별헌금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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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 날 행사      

11월 13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시편 성경공부 장소변경  

김철희 시몬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편 성경공부 

장소가 성당 친교실에서 교육관 채플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iti 꽃동네 의료 봉사 기금 도네이션  

뉴욕 재속 맨발 가르멜회에서 의료봉사 기금으

로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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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도네이션 누락으로 인하여 추가 정정합니다.  
강한석 프란치스코 의류 65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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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St. Josephat’s Retreat House 

쉬는 교우분께 주보 보내기 운동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날짜 : 
대상 : 모든 신자와 내적 외적치유를 원하는 분  
피정내용: 기도와 찬미를 통한 치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기도회에 알려주시

면 같이 기도 바치겠습니다. 기도접수는 지하 친

교실 성령기도회나 목요일 기도회에 오셔서 신

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피정 관계로 11월 15일(목) 치유 예절은  

   없습니다. ** 

방과후 공부방  

시간 : 3 - 6 p.m. (월–금) 

대상 : 킨더 - 5학년 

등록기간 : 수시 등록 

안나회 만두 

안나회에서 만두를 1봉지에 $10 판매합니다.  
정성으로 빚어 만든 만두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일시 : 11월 5일(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꾸르실리스따 

“어린양의 만찬” 교재로 남희봉 벨라도 지도  

신부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손영호 (917) 742-3448 

치유피정  



알 림 알 림 

반모임 

6 

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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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모, 강석구, 박종근, 오경균  

 

 
 

  

생활 상담소 

성제회 월례회 

11월 11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1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11월 11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대건회 월례회 

11월 17일(토)  7 p.m.  성당 친교실  

하상회 월례회 

11월 17일(토)  7:30 p.m.  성당 친교실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구역분과 회의  

11월 6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11월 7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우리의 정성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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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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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November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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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2018 After School   
Period : Until Jun. 21, 2019 (Fri)  
Grade : Kindergarten - 5th Grade   
Time : 3 p.m. - 6 p.m. (Mon - Fri) 
Location : Education center  
Subjects & Activities : Homework, reading, writing,        
math, Taekwondo, cook, science, art  
Transportation : Pickup & drop-off transportation 
available for a fee 
*Inquire about the sibling discount, the parishioner 
discount, and returning student discount.  
Contact : Education Center office (718) 32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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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chool 

Retreat  

Somssi 2018 Students’ Drawing Contest 
Date : Nov. 4th (Today)  1:30 p.m. - 4:30 p.m.  
Place : St. Paul Chong Ha-Sang Basement Auditorium 
The theme of the contest will be announc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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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School Students  
Date : Friday, Nov. 2nd to Today, Nov. 4th 
Arrival time back to church : 5 p.m. Today, Nov. 4th 
Plac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Supplies : Please see registration form  

Speci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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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School 

  

As we draw close to the end of the church year and 
our reading of Mark’s Gospel, we return to one of the 
basic lessons the Bible has to teach us; what is most 
important among the many commandments God has 
given to us for living a g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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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ssi 2018 Amateur Artist Exhibition   
When : Nov. 24th (Sat) - Nov. 25th (Sun)  
Exhibition location : Church basement  
Exhibition for :  Poem, Traditional Calligraphy, Sculp-
ture, Painting, Drawing, Crafts, Photograph, Quilts, 
Embroidery (Sew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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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the Holy Church may grow in charity and uni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obedience to God’s law may guide those who gover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elections may bring about a new hope for all American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know who our neighbors are and show them the meaning of Christian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loves ones who are with Christ in his garden,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November 4, 2018 

  What is the purpose of the Commandments? To get into heaven? Not necessarily. To become prosperous 
and live a long life? It’d be nice, but doesn’t always work out that way. To become holy? Close, but that de-
pends on your definition of holiness. To be mindful at all times of how much God loves you and is with you 
always? Bingo! 
 
  The young scholar in today’s gospel asks Jesus which, of all the 613 Commandments, is the greatest. No-
tice that the first commandment doesn’t begin with the word “love” but rather “hear!” Our first duty is to lis-
ten. Because we have been told there is but one God, our duty is to love God with our whole being. 
 
  They say hearing is the last sense to go when we die. We can close our eyes and shut our mouth but our 
ears are always open. Truth enters through our ears. So the greatest commandment starts with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God alone” to test if we are spiritually dead or alive. If we truly hear and believe in one 
God, our response van only be to love God with our whole bearing: body, mind, strength, heart and soul. 
 
  But interestingly enough, Jesus adds a second par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So the greatest of 
Commandments has two actions: hear and love; and two parts: Love God and love neighbor; and three recipi-
ents of our love: God, neighbor and self. We only truly love our neighbor if we love ourself, and we only really 
love our self when we love our neighbor in need.  

When you can’t think straight,  
Stop thinking. Fee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4, 2018 (Year B)  No. 2392 

Responsorial Psalm    ◎  I love you, Lord, my strength.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6:2-6 (15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7:23-28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Ryan Kim Natalie Shon Alex Kwak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Joyful, Joyful, We Adore Thee 543 
Breaking Bread Communion The Lord Is My Hope 

Taste and See 
469 
341 

Breaking Bread 

Offering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474 
Breaking Bread Closing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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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