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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미사  문 소 영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전가별 이미첼 박여원 오유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11월 20일 

빅효식 사도요한 신부  

    지난 11월 8일 화요일에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투표 잘하셨는지요? 제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번 투표의 영

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선거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신자

들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이번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셨을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노를 곱씹

으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울분을 표출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거의 결과

가 나오면,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금

방 변할 것 같다는 희망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반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이 세

상이 당장이라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슬픔과 함께 분

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거의 결과는 

이 세상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임금을 비롯한 소수

의 권력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또는 최근 선

거에서 어떤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는지

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

다.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저마다 다른 

이유를 말하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세상과 나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와 세상의 상황

이 더 나쁘게 되기를 바라면서 투표를 하신 분은 아

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표를 하면서 나와 세상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고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

지를 함께 생각해보셨는지요? 나에게 참기쁨과 참행

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참행복

과 참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구

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

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내가 투표 한 번 

한 건데, 이를 두고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루카 

13,18)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공격한 이들에

게,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

다.”(루카 11,20)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능력

과 힘이 드러나는 곳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

해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들 하나하나가 하느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을 위한 노

력이 됩니다. 특히나 선거와 같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참여할 때에는 더욱

더 많은 기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느님의 관계에 초대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를 청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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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작은 

기쁨과 작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작은 정치라

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참기쁨과 

참행복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큰 정치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큰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 중에 작은 정치에 참

여하고 있었던 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다른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했고, 예수님께 구원을 보증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행복과 참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

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

라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비천하게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

습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천해

지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임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가을 끝 무렵,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라는 

정체를 기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의 종말에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축일이라는 것

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 감사절 (Thanksgiving 

Day)’을 지냅니다. 물론 이날이 우리 가톨릭교회의 축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명절이기

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

무리하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

구들께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비드 팬데믹 이전

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모든 행사를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

앙심’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은 우리에게 용

기와 큰 힘을 주어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내일

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

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

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

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참조 마태오 11: 28-30) 

  

  믿지 않는 이에게 세상살이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

하우어의 말처럼 고해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에게 세상 

살이는 오히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

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믿는 

이에게 세상살이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

께 더불어 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코비드 팬데믹의 고

통과 두려움의 시기를 지내면서 배운 우리 신앙의 지

혜입니다.  

 

  오는 목요일 추수 감사절을 넉넉한 마음으로 온 가족

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얼마나 은총이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 자연히 주님과 이웃과 가족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

사절 만찬처럼 넉넉하길 바랍니다.  

 

  가을이 익어가면서 겨울이 점점 더 가까이 우리 곁으

로 다가오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고 따듯한 겨울을 준

비하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 얻는 풍요와 평화가 우리의 삶을 더

욱 따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

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 43) 



4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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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오전 판공성사  

오후 판공성사  

대림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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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땡스기빙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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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 $20) 

대상 : 모든 교우 참여 가능 (꾸르실료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 가능)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St. Paul 의료선교  

Fresh Meadows 구역 1반   

추수 감사절 기념 청년 바베큐 파티  

Bayside 구역 4반   

안나회 만두 만들기  

로사리오회 육개장 판매  

Flushing 2구역 1반   

11월 24일(목) 추수감사절 관계로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2월 16일(금) - 12월 18일(일)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금액 : $190 

등록 : 11월 20일(오늘) & 11월 27일(일)  

접수 : 성당 친교실 (주일)/ 사무실 (평일)  

국화꽃 분양  

종일 성체 현시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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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1월 20일 

알 림 

베드로회 정기총회  

11월 20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알 림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성제회 총회  

경로의 날 도네이션  

생활 상담소  

11월 27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요셉회 청소날  

11월 22일(화)  10:30 a.m. 요셉회 회관 앞  

접심 제공합니다.  

특별헌금 

 

꼬미시움 평의회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11월 27일(일) 1 p.m.   성전  

울뜨레야  

일시 : 11월 20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구역분과 월례회겸 송년회  

일시 : 12월 6일(화)  6 p.m.    성당 친교실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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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11월 20일 







3r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November 20, 2022 

Special Collection 

2022 Annual Catholic Appeal 

10 

Friday Night Meeting (FNM) 
No FNM on Black Friday, Nov. 25th (Fri). 

English Ministry For Ages 18+ (Cornerstone) 
Come join us to share the gospel and serve our parish  
When : Nov. 20th (Today)  
Time : After 9:30 mass  
Where : Chapel Room in the education center 
Hosted by : Cornerstone  
* Coffee will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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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Nov. 20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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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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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To welcome Baby Jesus into our hearts as we wait for 

his arrival, we are receiving offerings of Christmas flow-

ers. If you would like to offer flowers for the altar, 

please inquire a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High School Retreat  
Grade : 9th—12th Grade 
Date : Dec. 16th(Fri) 4 p.m. - Dec. 18th (Sun) 5 p.m.  
Location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ddress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11743 
Fee : $190  
         (Suppose to be $300/ Church will support $110)  
Registration : Weekday—Church office 
          Sunday—Church basement (Mother’s Group)  

  
Questions : Juliana Chong (929) 928-1487

Date : Nov. 24th (Thu)  There will be 7 a.m. mass.  

Date : Nov. 20th (Today)  1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Advent Confession  

Date : Nov. 27th (Sun)  After 5 p.m. Mass               

Place: Church basement  

Date : Dec. 4th (Sun)   
Time: 8 a.m.—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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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Weekly Homily                                                                                                                                                     November 20, 2022 

 With today’s Solemnity of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our liturgical year comes to an 
end. This year this coincides with Thanksgiving week. Just as we should be grateful all year long for 
what we have received, similarly we should pay homage to Christ our King throughout the year and 
not just on one Sunday. It’s discouraging to see the number of professed Christians who nevertheless 
place other values ahead of the gospel. When we claim Christ as our king, we pledge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ing Jesus’ commandments. Also, Too often, especially in the political 
realm, politicians abuse the Bible for earthly power, influence or wealth.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what Jesus taught and lived. 
 
 When we gather on Thursday to offer thanks, let’s go beyond the traditional, Catholic grace 
before meals (which, thanks to the popular CBS show Blue Bloods, most viewers have learned) and 
be mindful and grateful for all the people whose work and efforts brought the delicious meal before 
us: the farmers, the harvesters, the cleaners and packers, the butchers, the truck drivers, and the mar-
keters. Spare a thought as well for the animals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feed us. And of course we 
remember those who prepared our food, and we also give thanks to God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appreciate what we have received. Now, besides going into a food coma while watching TV, we 
should also be mindful of what we do with the energy and nutrition the food provides us, to work for 
the spreading of the reign of God everywhere we go. 

  
 

 

 For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at it be leaven of hope for all in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world: that all who govern tend first to the needs of the poor, we pray to the Lord. ◎ 

 For prisoners and those condemned to death: that they be reconciled to God and know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planning to be with loved ones this coming holiday: may their travels be saf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members of this worshipping assembly, especially those who feel that they are alone: that 

their faith in the resurrection cast out all fear and be filled with love, we pray to the Lord. ◎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November 20, 2022 (Year C) No. 260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2 Samuel 5:1-3 (16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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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2, 3-4, 4-5 

◎  Let us go rejoicing to the house of the Lord.   

○  I rejoiced because they said to me, “We will go up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now we have 

set foot within your gates, O Jerusalem. ◎ 

○  Jerusalem, built as a city with compact unity. To it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the LORD. ◎ 

○  according to the decree for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the LORD. In it are set up judge-

ment seats, seats for the louse of Davi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