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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70번 

151번 

 자애로운 예수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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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33주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11월 위령성월의 중순입니다. 또한 전례력

으로는 올해 다해가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올

해 다해의 마지막 주일 입니다. 

 

  교회에서는 위령성월이며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

이하며 독서와 복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중

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는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

고 그의 예언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악한 행실을 저

지른 자들은 화덕에 불붙어 타올라 태우는것처럼 그

들은 불타 올 것이라는 종말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면

서 주님을 경외한 이들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의 빛이 

치유를 해주는 희망이 가득한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

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테살로니카 2서의 말씀에서는 세상

의 종말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놀고먹으

려는 이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바오로 사도는 가

르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

며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며 그날이 오면 어떠한 표정들이 나타

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

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주님의 이

름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

트린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주님

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오면 성령 하느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례를 묵상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스나미

가 지나간 지금 그 후유증과 우리의 평범했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아직도 그 후유증과 코로나바이러

스의 힘이 지칠 줄 모르고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생활 습관도 이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픈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기도드리며 묵상해 봅니다. 

 

  코로나 전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코로나가 가르쳐준 것 중에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어두움과 고통, 죽음과 이별 등 이 짧은 시간

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깨닫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위해 코로나 전에는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도 했고 많은 피정, 프로그램, 

모임들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했

었지만, 코로나로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그러나 생

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복음 증언은 바로 

한 명, 한 명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어 사목의 “초심”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 시간이 아니었나 묵상해 

봅니다. 

 

  교우 한 분, 한 분을 위해주고, 배려하고, 존경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음을 

증언 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업적을 남

기거나,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보다도 내 옆에 

있는 한 명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복음 전파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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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3주일 

둘째 주일 (11월)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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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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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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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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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2022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13

일(오늘)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3일(오늘)이

후에 찾아가지 않은 경품권은 본당으로 환원됩

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행운상 39명 

찬양 치유 피정  

일시 : 11월 13일(오늘)  1:30 p.m.—4 p.m.   

장소 : 성전 (주관 :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피정 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교리 강좌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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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난한 이의 날  

알 림 알 림 

Flushing 1구역 1반   

제14회 사별피정 (관상을 통한 치유) 

 

안나회 만두 판매  

Forest Hills 구역 Forest Hills반   

울뜨레야 주최 일일피정  

주제 :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 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로마서 13:11) 

일시 : 11월 27일 (일)   12:20 p.m.—7 p.m.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대상 : 모든 교우 참여 가능 (꾸르실료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 가능)  

회비 : $20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부간사 신인순 레오니아 (516) 728-8999 

 

St. Paul 의료선교  

Flushing 2구역 2반   

Fresh Meadows 구역 1반   

어머니연합회 음식 판매  

whitestone 구역 7반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감사헌금  

 



생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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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베드로회 정기총회  

11월 20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알 림 

2022년 청년피정(NEYAC)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가정의학 상담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성제회 총회  

생활 상담소  

11월 1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3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장소 : 성당 친교실  

단체 및 회의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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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Pre Cana (Zoom)  
Date & Time : Nov. 19th (Sat)  11 a.m.  
Inquiry : Church office (Lecture will be Korean)  

2n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November 13, 2022 

Special Collection 

2022 Annual Catholic Appe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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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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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Night Meeting (FNM) 
Date and Time : Nov. 18th (Fri) at 7:30 p.m.  
Where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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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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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infec-

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Infant Baptism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Mission  

Mask Mandate is not required to wear a mask during 

mass time. It will be recommended.  

Date : Nov. 20th (Sun)  

Students who have read in the 2021-2022 year must at-

tend the last liturgy meeting of the year. Attendance will 

be take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End time : 12:15 p.m. (Earlier if you behave) 

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2023– June 1st (Thu), 2023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Theme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

side still waters (Pslam23)                                      

Date : Nov. 16th (Wed)  9 a.m.—12 p.m.               

Place : Church basement (Room# 1)                       

Contact : Marie Agnes Lee, CSD  (929) 310-8540 

Retreat  

https://forms.gle/R3WBkc2MHrTd8j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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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November 13, 2022 

 A woman told her pastor, “People are saying the world is coming to an end soon.” The priest 
looked at her and said, “Did you read that in the weekly parish bulletin?” She replied, “No.” “Then 
it’s not happening,” he said. Truth be told, eventually the world will indeed end. As we come to the 
end of the liturgical year, the readings focus on this dramatic fact. And it’s something religion and sci-
ence agree on: the world will end. The problem is, no one knows when. Nor does anyone know how it 
will end. It could be in a million years. Or in 10,000 years. Or in 100 years. Or even today. That’s 
where religion comes in. Every year at this time we are not just reminded the world will end but are 
asked to be ready, mentally and spiritually, for when in eventually happens. 
 
 Actually for those who heard Jesus’ words found in today’s gospel, the world did indeed end. 
In 70 A.D. the Romans got tired of all the rebellious uprisings by the Jews so they surrounded Jerusa-
lem, destroyed it and burned the Temple to the ground. This would be as shocking as terrorists blow-
ing up St.Peter’s basilica in Rome. And to complete the image, just nine years later, in 79 A.D., 
Mount Vesuvius erupted, totally destroying and obliterating Pompeii from the face of the earth. Ro-
mans hod no idea what was happening. They didn’t even have a world for volcano at the time. Chris-
tians remembered the prophesy of Christ where the sun is blocked out (by the ashen cloud) and fire 
rained down on the earth. They saw the destruction by the volcano as punishment of the Romans for 
killing Christ. Since then, each generation faces a calamity that seems like the end of the world. Sep-
tember 11 was such a time. It’s our duty to face it with courage and faith, knowing that no matter what 
happens, Jesus remains with us.  

  
 

 

 For all who are persecuted or imprisoned for their faith: that they rejoice to share in Christ’s suffering,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eople of every land: that they be free to worship God in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victims of war, natural disasters and famine: that they receive help from around the word,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community: that we persevere in time of trial,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3, 2022 (Year C) No. 2606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Malachi 3:19-20a (15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3:7-12 

Communion Antiphon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98:5-6,7-8,9 

◎  The Lord comes to rule the earth with justice.    

○  Sing praise to the LORD with the harp, with the harp and melodious song. With trumpets and the 

sound of the horn sing joyfully before the King, the LORD. ◎ 

○  Let the sea and what fills it resound, the world and those who dwell in it; let the rivers clap their 

hands, the mountains shout with them for joy. ◎ 

○  Before the LORD, for the comes for he comes to rule the earth; he will rule the world with justice 

and the peoples with equity. ◎ 

By your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your l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