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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물준비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체
163번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화답송

전례 담당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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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2022년 11월의 첫째 주일
입니다. 만추의 11월은 언제나 모든 성인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모든 성인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모
두가 그 거룩함을 본받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한 위령의 날이 단순히 죽은
이들을 그리워하는 날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은총에 한 발 더 가까
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부족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
받았습니다. 저의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 복음 20장의 말씀으로 예수
님께서 사두가이 몇 사람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
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바리사이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가이들에게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
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들
에게는 어이없는 괴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사
이들과 사두가이는 서로 반목하는 상대였습니다.

만추의 아름다움은 낙엽의 쓸쓸함이 아닙니다.
만추의 아름다움은 봄을 준비하는 확실한 희망입
니다. 이는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 새로운 삶
이 시작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비롯됩니다. 그
렇기에 낙엽을 사랑하듯 죽음마저 사랑할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같았습
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바리사와 사두가이는 사제들과 합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함을 꾸미며 앞장섭니다.

낙엽은 끝이 아니라 또 봄을 기다리는 다른 여정
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거룩한 우리 삶
의 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고귀한 삶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추의 한가운데 지내는 위령
성월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기쁨입니다. 쓸쓸함
이 아니라 뿌듯함입니다.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
명의 잔치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서로 합심하여 예수님을 죽
이려는 음모 전에 사두가이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신학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바오
로 성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
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지낸 3일의 암흑은
절망의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
서 나비로 변화하듯 3일간의 어두운 무덤은 예수님
께는 절망과 끝의 의미가 부활의 변화 과정이었습
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이런 생명의 계절에 떠난 저희 어머니는 행복한
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수확의 계절에 주님
곁으로 떠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드립니
다.

부활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
서만 가능합니다. 가을이 겨울을 넘어 봄을 준비하
는 지혜인 것처럼 죽음은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래
서 죽음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적 영적 도움은 우리 가족에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 속에서 우리 가
족은 울면서도 웃을 수 있었고, 커다란 상심 속에
서도 부활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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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삶은 사두가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구원을 꿈꾸지 않고 현재의
성공을 꿈꾸는 불나방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기쁨이 더 중요한 삶을 살
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퇴를 위한 연금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때가 되
어 최후의 심판 날 주님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
을 영위하는 것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나 우리는 현세 구복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
을 통한 내세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
통을 인내하고 이겨내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당당히 현재의 고통을 받아내고 이겨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혼자만의 기도를 넘
어 함께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레아
에서 병든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희
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
들의 공동체입니다. 힘든 이들의 짐을 같이 지어주
고, 슬퍼하는 이를 웃게 해주고, 외로운 이의 친구
가 되어주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며, 반대로 그
자비를 받아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
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기도하며 현재의 평안함과 세상적 성공을 기대하
기보다. 좀 더 커다란 안목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좀
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
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만추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 주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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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첫째 주일 (11월)

알 림

연중 제32주일

찬양 치유 피정

특별헌금

일시
장소
지도
피정
주관

: 11월 13일(일) 1:30 p.m.—4 p.m.
: 성전
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
: 성령 기도회

유아세례 부모교육
경로의 날 행사
유아세례

St. Paul 의료선교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사무실 휴무

바자회 결산 보고 수정

주일학교
주일학교 5학년—8학년 일일 피정
대상 : 5학년 - 8학년
일시 : 11월 12일(토) 9 a.m.—3 p.m.
신청비 : $10 (아침과 점심 포함)
신청기간 : 11월 6일(오늘)
준비물 : 묵주 (신청은 각반 선생님께 합니다.)

2022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13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3등

2명

Apple iPad Air

경품권(당첨) 번호
32131(1)

행운상 39명

Youth Choir 학생 성가대 모집
대상 : 1학년 ~ 12학년 (등록 : 사무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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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연령회 월례회

효주회 월례회
11월 6일(오늘) 12:30 p.m. 토마스 교육관

요셉회 월례회

혼인교리 강좌 안내

안나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3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성제회 총회

생활 상담소
11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Flushing 2구역 3반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Flushing 2구역 7반

안나회 만두 판매

울뜨레야 주최 일일피정
일시 : 11월 27일 (일) 1 p.m.—7 p.m.
장소 : 교육관
대상 : 모든 교우 참여 가능 (꾸르실료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 가능)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부간사 신인순 레오니아 (516) 728-8999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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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 상담

제대꽃 봉헌 접수
제대꽃 봉헌 하실 분 접수 받습니다.
접수처 : 매주일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옆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미사 시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한 마스크를
착용 권장 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피정(NEYAC)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는 계
속 진행됩니다.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
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
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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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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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November 6, 2022

1st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Special Collection

Church Office Closed

Nov. 11th (Fri) Veterans Day
There will be mass at 7 a.m.

Sunday School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Friday Night Meeting (FNM) Canceled

FNM is canceled in honor of Veterans Day, Nov. 11th
(Fri). The next FNM is Nov. 18th (Fri) at 7:30 p.m.

Infant Baptism

5th-8th Grade Sunday School Retreat

Theme :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Grades : 5th—8th Date : Nov. 12th (Sat)
Time : 9 a.m.— 3 p.m.
Cost : $10 (light breakfast & lunch)
Things to bring : Rosary and warm clothes

Marriage Pre Cana (Zoom)
Date & Time : Nov. 19th (Sat) 11 a.m.
Due for register : one week before the class
Inquiry : Church office (Lecture will be Korean)

Permission slip and cost will be collected by each
class (teacher) on Oct. 30th (Sun) & Nov. 6th (Sun).
Permission slip will be available at the office.
NO PERMISSION SLIP ON THE DAY OF
RETREAT PLEASE.

English Ministry For Ages 18+ (Cornerstone)

Come join us to share the gospel and serve our parish
When : Every 1st and 3rd Sundays of the Month
Time : After 9:30 Mass unless noted otherwise
Where : Chapel Room in the education center
Hosted by : Cornerstone
* Coffee will be served

Youth Choir

Grade : 1st—12th Grade
Inquiries : Sophia Shon (917) 685-3608

2022 Annual Catholic Appeal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Theme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Pslam23)
Date : Nov. 16th (Wed) 9 a.m.—12 p.m.
Place : Church basement (Room# 3)
Contact : Marie Agnes Lee, CSD (929) 310-8540

North East Young Adult Catholic Retreat 2022
There will be a retreat for all North East Young
Adult Catholics (NEYAC) Thanksgiving weekend.
Young adult including college students, singles,
married are welcome. The retreat will focus on reawakening our faith by sharing the challenges and
joys of discipleship.
Theme : Created, Fallen, Redeemed
When : Nov. 25th (Fri) - Nov. 27th (Sun)
Where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 Huntington, NY
Cost : $260
Contact : Fr. Jun Hee Lee
Registration :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ill
continue to disinfect the church.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Mask Mandate is not required to wear a mask during
mass time. It will be recommended.
10

Weekly Ho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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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Many years ago during confessions at a high school retreat, I mentioned to a student that, like
Christ, we too will one day rise physically from the dead. He was flabbergasted. "What?!" he exclaimed. "I never heard that before!" I told him that's because he wasn't paying attention during Mass.
Each time we recite the Apostles Creed, we confess our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at
means us! At the Last Judgment each of us will live again--in a physical body! That might sound impossible, but stop and think for a moment. Where were we (and our bodies) 120 years ago? We did
not exist. Yet here we are, existing and in a physical body. What's more impossible: to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or to recreate something that once existed? The first is harder, no? How difficult
will it be for God, Creator and Lord of Life, to recreate us, who once existed, in a new, immortal
body?
Our bodies come from elements of the Earth and will return there one day. In fact, the average
lifespan of a human cell is seven years. That means, divide your age by seven and that's how many
times you've already changed your physical body! Now, if you got back EVERY cell, that had ever
formed a part of you, all at the same time, you'd be as big as a whale! We have faith that we will have
a whole, entire and glorified body housing our souls. For this reason we should be even more mindful
of how we treat the Earth, from which we and Jesus, the Virgin Mary and all the saints drew their
mortal bodies. Likewise it is to this Earth that our bodies will return. The Earth thus participates in our
sanctification. It blesses us and we bless God for the gift of life and faith that calls us ever closer to
one another and to God.



For God’s chosen people of every land: that they persevere in the face of apathy as well as persecu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have died in defense of their country: that their graves be a solemn reminder of the need
for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that they renew their commitment to love as Jesus did,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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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l who are poor, sick or near death: that they find solace and sustenance in the Christian community,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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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6, 2022 (Year C) No.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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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al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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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Financial Council

Mr. Peter Park
Mr. Paul Ho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Maccabees
2 Maccabees 7:1-2,9-14 (156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2:16-3:5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Psalm 17:1,5-6,8,15

◎ Lord, when your glory appears, my joy will be full.
○ Hear, O LORD, a just suit; attend to my outcry; hearken to my prayer from lips without deceit. ◎
○ My steps have been steadfast in your paths, my feet have not faltered. I call up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O God; incline your ear to me; hear my word. ◎
○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But I in justice shall behold your face; on waking I shall be content in your prese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