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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34번  산상 교훈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70번 
182번 

자애로운 예수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입당송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황 영 선   이 철 선  이 영 경  조 은 경  Seon Lee • Luna Bae • Justin Jungje Kim 

8시 미사 김 대 성  이 헌 구  윤 금 숙  김 옥 생  Ryan Kim • Brian Kim • Justin Park 

9시 30분 미사  Mina Kim Alice Choe Stella Park  Regina Lee • Gabriel Nguyen • Silvia Jun 

11시 미사  황 리 나   남 승 욱  안 준 섭  Andrew Oh • Edward Oh • Vincent Ro 

12시 30분 미사 Jasmine Lee Teacher Teacher Jaycee Choi • Justin Lee • Aiden Nam  

5시 미사  이 미 첼  박 지 은  하늘의 문 Pr. 박 지 은  천태준 • 나지나 • 박여원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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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전례력 나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전례력의 

한 해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중심적

으로 들어온 ‘마르코 복음’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햇살과 기온은 완연한 늦가을인데 아직도 

나뭇잎은 변하지 못하고 푸른색을 띄고 있습니

다. 때가 되면 변하는 것이 이치인데 변하지 않으

니 요즘 가을 모습이 생경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변해야 되는 것

이 있습니다. 단지 얼굴의 주름살과 늘어나는 흰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천고마비

의 계절 우리의 마음과 지혜도 그 깊이를 더해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양식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

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 광

야에서 40일 밤낮으로 단식기도할 때 첫 유혹이 

바로 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

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오 4: 

4) 
 

  만추의 길목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복음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질 때 겨울이 다가옴을 알게 되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우리를 두

려움에 떨게 하지는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고 나면 곧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가 아프고 두렵지만 부활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우리 순교 성인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

수님을 따른 이유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 그리고 믿어라.” 

 

  지난 수요일 매일 미사 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

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

가 될 수 없다.” (루카 14: 27) 우리 믿는 사람들

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은 단지 길흉화복을 점치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평안하게 복을 빌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

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험하

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의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세

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 가장 종교적

인 집단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사이들은 엄격한 율

법주의를 통한 청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입

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

다. 그러나 그들의 엄격한 율법주의는 오히려 

하느님을 율법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합니

다.  

 

  율법이 하느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

님은 법의 속성상 잘잘못을 판단하는 심판의 

하느님으로 오해합니다. 즉 법을 지킨 이와 어

긴 이로 갈라집니다. 지킨 이는 의인이고 어긴 

이는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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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용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용서를 하실 수 있는데 율

법에는 용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법을 어겨야  할 때 교묘하게 율

법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이는 바로 율법 학자들의 몫

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법을 어기

지 않고 철저히 지킴으로서 아집과 교만이 생기

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이들을 경멸하게 되

고 소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기에 아픈 

이는 자연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주시고 ‘네 죄

가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렇기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

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

느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바리사이

들과 율법학자들을 나무라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입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

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

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

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

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코 12: 

38-40)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드러내면 교만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

다. 그래서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께

서 예를 들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대놓고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심도 깊고 하느님

께 더 가까운 의인이다.’하고 말을 하는 대신에 

드러나는 긴 옷을 입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하

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교만과 아집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겸손함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

다. 그 예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

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헌금

함에 넣은 것을 예로 들면서 비록 금액은 보잘것 

없지만 그 여인은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은 이

들보다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넣는 큰 신앙을 보

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겸

손함의 중심에는 깊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하느

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말씀하시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약한 이의 생존 방식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

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

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

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

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차가워지고 

점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

음이 말씀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

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더욱 하느님을 사랑

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자

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늦은 

가을을 겨울을 알리지만 겨울은 또 봄의 시작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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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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첫째 주일 (11월) 

특별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영어 혼인 교리  

일시 : 11월 20일(토)  11 a.m.  

혼인 교리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준비관계상 2주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성당 사무실  

문의 :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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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 날 행사  

11월 9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컨테이너  

본당 쓰레기 회사 변경으로 컨테이너가 주차 공

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불편하게 해 죄

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봉성체 

11월 12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1월 12일(금)  10:30 a.m.  

골판지 상자 분리수거 

본당 쓰레기 회사 변경이후 골판지 상자(두꺼운 

카드보드 상자)를 분리수거합니다. BOX ONLY

라고 쓰여있는 쓰레기 컨테이너 안에는 골판지 

상자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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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2021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경품권 당첨자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7일(오늘)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2등 1명 LG 스타일러 29525 

3등 2명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  
24851, 24688 

5등 4명 

6등  14명 

행운상 29명 

코비드19 백신 접종  

5세-11세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습니

다.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백신 제조사 : 화이자  

대상 : 5세—11세 (선착순 100명) 

장소 : 교육관  

준비물 : 여권이나 학교 ID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목회 안내 데스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선물용 배 판매    

취지 :  

일시 : 11월 20일(토)  8 p.m. 미사 후  

          11월 21일(일) 8 a.m. - 11 a.m. 미사 후 까지  

장소 : 본당 앞  (주관 : 하상회)  

문의 : 박의진 골롬바노 (516) 780-3047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지난 4월 4일(일) J&J 접종하신 18세 이상, 또는 

지난 3월 14일(일), 3월 28일(일) 모더나 백신을 

성당에서 접종하신 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시

는 분은 우선 대상자로 부스터 샷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J&J 맞으신분도 모더나로 부스터 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으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

환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에서 일하는 사람  

일시 : 11월 14일(일)  8 a.m.—11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아이디와 백신 카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 첫 서원   

일시 : 11월 21일(일)  1 p.m.  

본당 출신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께서  

11월 21일(일) St. Joseph Catholic Church에서 

1 p.m.에 첫 서원을 받으십니다.  

수사님의 첫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접수일 : 11월 7일(오늘)  

성당 주소 : St. Joseph Catholic Church  

         

미사 시간 : 1 p.m.  

출발 시간 : 7:30 a.m. 성당 앞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의 첫 서원에 참석할  

신자분들을 선착순 25명 성소후원회에서 접수합

니다. 오늘 하루만 성소후원회 데스크에서 접수 

받습니다.  

김파티마 라파엘 수녀님 첫 서원  

일시 : 12월 18일(토) 10:30 a.m.  

성당 : St. Patrick’s Church  

 212 Main St. Watertown, MA 02472 

본당 주일학교 교사였던 김파티마 라파엘 수녀

님께서 12월 18일(토) St. Patrick’s Church에

서 10:30 a.m.에 첫 서원을 받으십니다.  

김파티마 수녀님의 첫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녀

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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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7일 

알 림 

특별 헌금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11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경로 기부  

하태임 자녀일동 $2,000 경로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lushing 2구역 2반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시간 : 매주 일요일 9:15 a.m.  

연락처 : 이순애 엘리사벳 (929) 325-4981 

요셉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성제회 총회 및 월례회  

 

Flushing 2구역 4반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4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구역분과 월례회  

11월 9일(화)  8 p.m.  

장소 : 친교실  

구역장, 반장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휴무  

11월 11일(목) Veterans Day  

7 a.m. 미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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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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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the church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may faithfully preach and practice the Gospel of Christ which 

is spirit and lif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who have begun to follow Jesus, may not find the journey too demanding, but may trust in him who 

has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Christian families may be eager to serve one another’s needs in love and fidelity,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aged of our society may be given a place of dignity where their experience and wisdom may benefit us 

all, we pray to the Lord. ◎ 

 That our sharing in this Eucharist may renew our sense of oneness and enable us to respond more generously 

to all who call upon us in the Lord’s name,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November 7, 2021 

1st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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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ation   

Brother Jang, Siho Angelico’s First Vow 

 

Special Collection  Cardboard Box Recycling  

COVID19 Vaccination Booster Shot  

Church Office Close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7, 2021 (Year B) No. 2552 

Responsorial  

Psalm 
   Praise the Lord, my so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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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ading  

    
   Hebrews 9:24-28 

Communion Antiphon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Fresh and green are the pastures  
   where he gives me repose, near restful waters  
   he leads me.  

Psalm 146:7, 8-9, 9-10 

The Day The Gospel Came To Life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I know I told you this story many times. Then again, we've heard this gospel many times. It's not everyday the 

gospel comes to life before our eyes. So I repeat it each year in memory of Anna Shim 할머니. In 1979 I was in 

Masan, Korea, raising money to build a new church in 회원동. We visited all the parishioners asking for donations. 
We paid a courtesy call on Anna Shim, an elderly widow who lived alone. She wanted to make a contribution. She 
brought out the equivalent of $2,000 which she was saving for a hip replacement operation. We did not want to 
accept this but she insisted, saying our refusal only made her poverty more painful. 
 
  At the dedication of the church we wanted to select one parishioner representing all others who donated. Natu-
rally people suggested several rich donors. I suggested Anna. Everyone agreed. At the ceremony, as I read today's 

gospel, two young women in 한복 escorted the surprised Anna 할머니 to the altar amid applause and flowers. 

When the Catholic hospital in Daegu read our story in the Catholic 평화신문, they offered to do Anna's surgery 
free of charge. She said, "I am old. Please give this operation to a young person." 
 

  As it happened, some months later Anna died. Hers was the first funeral in our new church. As we prayed the 연

도 there is a section where the deceased's children pray. At that point, all the young people of the parish stepped 
forward and took the part of her children. The gospel of the widow's offering came to life that year in Masan. It 
touched all our hearts as I am now touching yours. Imagine how wonderful the world would be if we brought the 
gospel to life every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