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32주일                                                                 2018년 11월 11일(나해) 2393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박 명 숙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명 진 김 정 옥  이 청 일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하 명 주  박 해 성  

6시 미사  이 미 첼 손 신 애  이 승 룡  전가별·선시욱·선다형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물준비성가 
  

41번 
220번 

형제에게 베푼 것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0번 
159번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참된 행복 

파견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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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다른 이

민자들과 같이, 이민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 미래를 계획합니

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을 다 투자하고 은행

의 융자를 좀 받아서 자그마한 가게를 인수하여 가

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민 생활은 한인들의 아

주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시작

한 후 일 이년이 지나면서 가게는 그럭저럭 수입은 

있는데 경제가 위축되면서 여유로 가지고 있던 현

금들도 같이 줄어 들어가는 경험 또한 사업을 시작

한 많은 이민자가 한 번쯤 넘어야 할 산 일 것입니

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가게 수입으로만 지출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작

은 액수의 지출들이 일주일, 이주일 씩 밀리기 시작

합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신없이 가지고 있는 적은 현금으로 부도를 안 내

려고 여기 막고, 저기 막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힘든 현실 또한 사업을 하는 많은 이민자들에

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이 있다가 노력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잘 극복해

서 빚을 청산하고 가게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아마

도 우리는 그분을 보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빚을 극복할 여유도 주위에 

도움을 받을 여유도 없어서 파산의 아픈 맛을 볼 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도 그 수가 꽤 될 것입니다.  이 

형제님도 한 푼, 두 푼 쌓여가는 빚을 극복 하기 힘

들어서 파산의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부부가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파산의 문턱까

지 갈 수 밖에 없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가게를 시작하면서 매일의 수입에 십

일조를 가게 옆 미국 성당에다 매일 봉헌 했답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 

행복하여라 아쉬워 하지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봉헌하는 사람들

그들은 백배 천배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루 매상이 $100이면 $10 봉헌, $500이면 $50. 일

주일에 한 번 할까도 가족끼리 의논도 해봤지만 유

혹이 너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매상의 십일조를 

하기로 결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파산의 위기에 

처하면서 유혹은 더 심각하게 커졌답니다. 오늘 하

루 가족이 먹을 돈도 안 나오는데 무슨 십일조를 

하나 하는 생각에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위

로도 하며 십일조를 봉헌하는 것을 그만 두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

로만 극복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먹고 살

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 약속한 십일조를 계

속 봉헌하기고 결정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가게

나 집 또는 둘 다 잃을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

면서도 십일조는 매일 봉헌 하면서 주님의 도움에 

온 가족을 맡기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을 지냈습니다. 이 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가족들과 상의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

고 있었던 중,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판결문의 결과는 가

게와 집을 모두 잃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답니

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말하기를 변호사 생활 

30년에 이런 결과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기적” 같

은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

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나온 두 과부들의 아낌

없는 봉헌은 봉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쉬워 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께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꼭 

해주신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천년이 지난 지

금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여라, 아쉬워 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봉헌하는 사람들 백배, 천배의 선물을 받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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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아이티로 의료선교를 떠나려 짐을 싸면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본당 신부가 주일 본당을 비우는 것

처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보좌 신부님들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어떤 큰 행사가 있는 것도 아

닌데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도 돌아오면 “지난 주

일 신부님이 안 계셔서  허전했어요.” 라는 말이라

도 들으면 왠지 또 흐믓해집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식구들을 놔두고 친정에 며칠 다녀오면 집안이 엉

망이 되어있으면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 어느 날 아

이들이 커서 집안 정돈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큰 애들이 대견하면서도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

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갈대와 같습니다. 내

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더해주고 나아가 자신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은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의 발로이며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입니다. 지난 복음의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경중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처

럼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랑

이며 하느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하느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

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마르코 12: 38-44)

에 이어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서 이웃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약한 이들을 착

취하는 것은 위선자이고 단죄의 대상이 된다고 경

고하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작더라도 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그 도움을 받는 이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이

도 참으로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볼리비아로 의료선교를 떠날 때 어느 

안나회 회원이 미사 후 제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익명으로 볼리

비아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런데 그 금액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큰돈

은 나중에 더 귀한 데 쓰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니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지금이 귀한 데라

고 말씀하셔서 저의 속 좁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는 용돈

을 한푼두푼 모아 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이

들을 위해 쓰려고 모아두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의 렙톤 두 닢의 이야기가 성경

에서만 읽을 수 있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

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갑

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실

현 가능한 말씀임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션에도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셨습

니다. 이번에 총 9명의 봉사자가 아이티 꽃동네로 

미션을 떠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봉사가 아닙니

다. 우리 공동체가 파견한 봉사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이들을 통해 더 크게 아이티의 병약

자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번 2박 3일의 짧은 의료 선교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고 직접 봉사하는 봉

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더 큰 은총을 

받는 가슴 뿌듯한 시간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넉

넉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그 미소를 아이티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 억눌린 이들의 정의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불쌍한 이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주일 (1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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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간 : 11월 24일(토) - 11월 25일(일) 

신청 포트폴리오 마감 : 11월 11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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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김현우 프란치스코 (917) 815-6400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특별헌금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경로의 날 행사      

11월 13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솜씨 2018 

부제 수품을 축하합니다! 

솜씨전을 위해 기부해 주신분들  

김광준 베드로, 안전일 베드로, 윤기춘 바오로, 
임칠성 라파엘, 임혜경 루시아, 추영철 미카엘, 
한해남 요셉, 익명, 인자하신 동정녀 Pr.  
감사합니다.  

솜씨 2018 사생대회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로 솜씨 2018 학생 사생대

회에 총 90명의 신청자 중 72명이 참가하여 성황

리에 잘 치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24일(토) 2 p.m. 친교실에서 

발표하오니 참가자 및 부모님은 꼭 참석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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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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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도네이션  

방과후학교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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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성경공부 장소변경  

김철희 시몬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편 성경공부 

장소가 성당 친교실에서 교육관 채플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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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손영호 (917) 742-3448 

안나회 만두 만들기  

안나회에서 11월 14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
지 만두 만들기를 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당 발전기금 후원금  

.  

기도뜰 조성 후원금  

기도뜰 조성을 위하여 연령회 $15,000, 플러스  

약국 $3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aiti 의료 선교 후원금 

Haiti 의료 선교를 위하여 연령회 $200, 서창우  

토마스 $100, 서창배 요셉 $300, 울뜨레아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알 림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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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11월 11일 

 이상모, 강석구, 박종근, 오경균  

 

 
 

  

생활 상담소 

성제회 총회 

11월 11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1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11월 11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대건회 월례회  11월 17일(토)  7 p.m.  성당 친교실  

하상회 월례회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Long Island 구역 5반 

반장 : 김재국 요셉 (516) 244-3571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1월 18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울뜨레아   11월 18일(일)  1 p.m.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11월 18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1월 18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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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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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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2n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Novemb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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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ssi 2018 

Salve Regina 
(Legion of Mary : Young-Adult Group) 
Time : 1 p.m.  
Contact : Katherine Mun (646) 46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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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Af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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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help of many members of our church, 72 stu-
dents from 90 applicants participated in the 2018 Stu-
dent Art Contest. Thank you.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Saturday, Novem-
ber 24 at 2 p.m.  Please attend the meeting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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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many works of charity and service carried out by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eople whose plans and works affect our economy,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served in the armed forces and those that continue to serve, we pray to the 

Lord. ◎ 
 
 For true gratitude in our hearts for the gift of Jesus Christ in the Eucha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passed, may they be in the company of Mary and all the saints.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November 11, 2018 

  First, let us establish upfront that in English, all denominations that follow Jesus are Christian: 
Catholic, Orthodox, and the various Protestant Churches. So if someone asks, “Are you Catholic or 
Christian?” the only correct answer is “Yes!” At the same time we should never insult an Orthodox 
(Greek, Russian Ukrainian etc) by calling them Protestant. The Orthodox and Roman Churches were 
one church till the Great Schism in 1054 A.D. 
 
  Now, the clergy in these various Christian sects are pretty recognizable by the close they wear. 
Catholic priests dress dress in black suits and Roman collars, or in a religious habit or cassock. 
(Except me. I tend to wear normal clothes most of the week.) Orthodox priests wear black robes, with 
silver or gold crosses and a black veil over their white hats. Very impressive! Protestant ministers tend 
to be more simply dressed, with perhaps a clerical collar. But what about the laity? Can we tall whose 
a Protestant or Catholic or Orthodox by the way they dress? Many Catholics wear crucifixes or holy 
medals around their necks. Some Protestants wear simple crosses. Orthodox laity may wear and Or-
thodox cross. It looks like this:☦ 
 
  While all that is well and good, Jesus doesn’t tell his followers what to wear. Instead, he tells us 
how to act. Just because some wears a cross or a rosary around their neck does not mean they are good 
Catholics. Jesus says, “All will know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Of 
course, if we are wearing an obvious symbol of our faith, we should be all the more careful that our 
words and actions reflect well on our fait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1, 2018 (Year B)  No. 2393 

Responsorial Psalm    ◎  Praise the Lord, my so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Kings 
  1 Kings 17:10-16 (15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9:24-28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Hailey Oh Rebecca Kim Derrick Seo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Celtic Alleluia : Sending Forth 376 
Breaking Bread Communion Prayer of St. Francis 

Blest Are They 
523 
629 

Breaking Bread 

Offering Songs of Thankfulness and Praise 106 
Breaking Bread Closing 377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Let Us Sing 203 
Children’s Mass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Lord, You know Me 232 
Children’s Mass Closing God Is Part of My Life 

235 
Children’s Mass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