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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택 규 탁 환 섭  박 명 숙  Regina Lee•Brian Kim•Terri Kim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김 정 옥  정 춘 홍  Kate Hwang•Chole Lee•Jacob Park 

11시 미사  최 혜 숙  조 민 교  최 향 이  주 호 종  Steven Lee•Gianluca Flumiani•Luna Bae 

6시 미사  송 지 연  이 승 룡 왕 은 희  이 승 룡  김남효•이미첼•윤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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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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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49번 

예물준비성가 
  

221번 
210번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80번 
188번 

주님의 작은 그릇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 2 테살로니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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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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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32주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

냐?”(요한 11, 25) 

 교회 전례력의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가이 사람

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음을 율법을 통

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들은 오늘 일 독서, 

마카베오기 하권, 에서 헛된 죽음을 선택한 엄

마와 일곱 형제를 비유한 일곱 형제와 한 여인

의 비유를 들며 부활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예

수님께 묻습니다. 사두가이들은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찾기보다는, 율법을 이용해 하느

님의 신비를 세상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들의 이러한 모순을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

(구약)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

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죽은 후 주님 안

에서 살아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

안 돌아가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

이 살아왔던 삶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곁에서 주

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

십사고 믿음을 갖고 청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혼 

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 

들 중 세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영

혼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미사를 봉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에 봉헌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미사

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들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원한 삶의 시

작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병환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

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성체를 모시고 각 집

과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매달 두 번째 금

요일에 성체를 모시고 신자들을 방문하면 언제

나 한결같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 주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도 못

하고 언제나 집에서 생활하는 분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방문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

다. 우리가 모시고 가는 성체 하나에 주님의 사

랑이 살아있고, 성체 하나에 주님의 위로가 깃

들여져 있고, 성체 하나에 부활의 희망이 피어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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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 사

람들과의 논쟁입니다. 사두가이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법을 극단적

으로 예를 들며 부활의 황당함을 주장합니다. 
논리를 위한 논리로 부활을 반박하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부활을 설명합니

다. 바로 생각의 변환입니다. Paradigm의 변환

입니다.  서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

뀌어 보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

되지 않는 무엇이며, 이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만 알 수 있는 하느님의 비밀입니다.  
 

 사두가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다는 믿기지 않은 사실에 우리는 현재의 생각

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데서 부활의 진정

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세상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설명합니다.  “34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

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36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루카 20) 
 

 부활은 결국 병원에서 숨이 끊어진 사람을 

인공호흡으로 되살리거나, 심장이 멈추어 죽은 

이를 심장충격기나 제세동기로 되살려내는 것

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야기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전혀 새로운 삶, 
즉 갱생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역전의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첫째와 꼴찌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내는 서

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

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

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3: 26
-28)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

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노

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워

하기보다는 사랑을 무시하기보다는 이해를 하

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바로 교회의 의미이기

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사랑으로 서로 헤아

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딛고 희망으로 내일을 

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쓰러져도 믿음으로 

일어나 사랑으로 위로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슴 

가득 품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으로 어제를 보며 한탄합니

다. 후회이며 원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

늘의 눈으로 내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활은 우리 일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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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탑 Pr. 단원 모집  

시간 : 매주 일요일 9:20 a.m.  
장소 : 제1교육관 2층 제2교실 

문의 : 박연수 미카엘 (646) 957-3302 

*성모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열심한 신자 

 환영합니다.  2019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4등 (물걸래 청소기) : 15411 

특별헌금  

 

경로의 날 행사      
11월 12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Pizza Night 

사무실 휴무  

 

안나회 만두 만들기  

 

평화신문사 파킹장  

 

안나회 월례회  

일시 : 11월 12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일시 : 11월 12일(화) 11 a.m.   교육관 채플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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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요안나 (917) 254-8540 

청년대상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여정 

 

주일학교 부모교육 (특강)

대림 피정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님  

.  

두레 청소년의 밤  

일시 : 11월 16일(토)  3 p.m. - 8 p.m. (저녁 제공)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퀸즈 성당 친교실  

문의 : 유 데이비드 (646) 541-5748 

11월 17일(일)   11:20 a.m. - 12:00 p.m. 
12월  1일(일)    11:20 a.m. - 12:00 p.m.  
12월  8일(일)    11:20 a.m. - 12:00 p.m.  
12월 15일(일)   1:30  p.m. - 3:00 p.m. 
12월 22일(일)    2:30 p.m. 크리스마스 쇼 시작   
학생들은 모든 연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은 어머니 연합회에서 준비해주십니다.  
픽업시간은 12월 15일(일) 만 3:00 p.m. 입니다.  
다른 날은 주일학교 마시는 시간과 동일하며  

12월 22일(일) 본 날은 픽업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사랑의 음악회  

장소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윗성당 

음악회 이후 다미아노 홀에서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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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0월 27일(일) - 11월 2일(토) 21,921단 

누적 봉헌 단수 총 998,980단 

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1월 10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병철  

 

  

  

Flushing 2 구역 7반  

11월 9일(토)  7 p.m.    한기향 데레사 Home 
33-37 164 St. #2Fl.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울뜨레야 팀회합  

일시 : 11월 18일(월) 8 p.m.   성당 친교실  

‘어린양의 만찬’ 교재로 남희봉 벨라도 지도 신

부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분들께서 참

석하시기 바랍니다.   
울뜨레야 일일 피정  

일시 : 11월 16일(토) 9:30 a.m. - 4:30 p.m.  
장소 : 뉴저지 가톨릭 회관   
신청/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Flushing 2 구역 1반  

11월 10일(오늘)  1 p.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Whitestone 구역 7반  

11월 11일(월)  1 p.m.    지명은 아네스 Home 
144-64 28 Ave. Flushing, NY   
반장 : 정병숙 소화데레사 (917) 331-8784 

성제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연령회 월례회  

일시 : 11월 10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대건회 월례회  

일시 : 11월 16일(토)  7 p.m.  성당 친교실  

Whitestone 구역 1반  

11월 19일(화)  5 p.m.    우상분 안젤라 Home 
127-07 14 Ave. College Point, NY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11월 15일(금)  10 a.m.    정승숙 골롬바 Home 
166-32 25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도네이션  

 

Flushing 1구역 1반  

11월 19일(화)  12 p.m.    전윤애 아녜스 Home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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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2n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November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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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p to last week is 
998,980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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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He is God, not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As 
brothers and sisters of the Lord Jesu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we rest assured that death’s sting is a 
springboard to life with him. We who are left behind 
are unable to avoid pain, sadness and loss. Those 
who go before us are marked with the cross-the sign 
of our faith. There is no reason not to weep, but it is 
our sorrow and it is coupled with our hope in the res-
urrection path opened for us by our Messiah, Jesus 
himself.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November 17th (Sun)  
Age : Students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art : 11:45 a.m. (after Sunday School) 
End : 1:30 p.m.  
We are looking for new students to be readers for 9:30 
a.m. mass. Breakfast will be provided. 
Please note :  
Applicants must be scheduled readers for the 12:30 
p.m. mass at least twice before they are to be liturgists 
for the 9:30 a.m. mass.  
Please contact:  
Christine Cho (929-433-6346),  
Andrew Kim (929-600-3727), and  
Mary Moon (718-781-8616)

Pizza Night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Joann (917) 254-8540 

Veterans Day is on November 11th (Mon).  
There will be mass at 7 a.m. 

The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November 11th 
(Mon).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Nov. 10th (Today) - Dec. 29th (Sun)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Durae November Youth Event

Concert date and time : Nov. 16th (Sat)  at 7 p.m. 
After the concert, the reception will be held in Damian 
Hall, located at the right of St. Francis Cathedral.   

There will be a workshop for adults and parents 
how to understand child autism through the stag-
es of development &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All are welcome to attend.  
Where: Church educational center 
When: Nov 10 (Today) at 12:30 p.m. 
Contact: Rachel Suhn (718) 313-7590 



By Fr. Joseph Veneroso, M.M.  

Resurrection of The Dead 
<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November 10, 2019 

 Ancient Jews did no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Rather, they believed that a dead person descended 
into the netherworld, to a place called Sheol, a place of eternal shadows. By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two schools of thought. Sadducees believed there was no afterlife; Pharisees believed that at 
death the whole person died but then, at the Last Day, God will raise up the whole person to new life. 
The Greeks believed something in between: at death our soul goes to God; our body returns to the 
earth. But on the Last Day, God raises up our bodies and returns our souls. 
 
 Today’s reading are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Sadducees use what is called the 
“Levirate marriage” to ridicule belief in resurrection. That is, a man had the responsibility to marry his 
older brother’s widow if he died without children, to raise up children in his brother’s name. Having 
children, Sadducees believed, is the only way we live beyond death. But if everybody resurrects, 
whose wife will she be? 
 
 Jesus shows that in heaven there is no longer need for marriage, because love and life will be totally 
fulfilled. Jesus not only taught about resurrection, he rose from the dead! We believe in the resurrec-
tion of the body: our happiness in this life is temporary. We will rise in the flesh and rejoice with all 
our friends and family —and God—and all the saint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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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n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f truth and faith in the Church toda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nations where freedom of religion is impeded by bigotry and ignor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Christians and Jews and Muslim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veterans, may they find health, peace and happiness after serving their tour of du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on retreat: may they discover that they are a part of our growing commu-

nity and develop a new relationship with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died on sure and certain hope of resurrec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0, 2019 (Year C)  No.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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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2:16-3:5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 309 
Breaking Bread Communion 600 

Breaking Bread 

Offering Seek Ye First  435 
Breaking Bread Closing 570 

Breaking Bread 

 

Young Adult  Young Adult Young Adult Jake Moon•Justin Lee•Kasey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yan Kim•Monca Kim•Sara Kim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Peace Is Flowing Like River 210 
Children’s Mass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233 
Children’s Mass Closing Walk in the Light  265 

Children’s Mass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to the 
love of God 
and to the  
endurance of 
Christ.    
- 2 Thessaloni-
ans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