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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66번 
164번 

 생명의 양식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입당송  

화답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신 태 경  정 희 애  손 신 애  윤 갑 섭 Terri Kim • Ethan Lee • Julia Jun  

8시 미사 최 혜 숙  이 재 명  백 정 덕  김 철 순  Annie Mun • Yule Bae • Jacob Lee 

9시 30분 미사  Ryan Kim Jacob Park Ashley Na • Monica Kim • Gloria Chang 

11시 미사  김 영 진  박 성 원  김 재 국  Ryan Choi • Thomas Choi • Vincent Ro    

12시 30분 미사 Mina Shin Claire Park Sophia Park Kate S. Hwang • Edwin Shin • Olivia Baek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박 지 은  김 남 효  전가별 • 천태준 • 나지나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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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33주일  

  올해 교회 전례적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남

은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 일 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며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교회 

전례의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연중 제33주일 

복음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

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

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

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 하시고 나서 다

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

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마

르코13,24-25,30,3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이 세대”가 지나

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의 한 세대는 사십 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님께서 승천하신지 이천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세

상은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예언이 틀린 것은 아

닌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하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

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의문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복음 묵상을 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마르코 13, 24-32절의 말씀을 읽고 나

서 이 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겠습니

다. 13장은 주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

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13장 시작은 제자들이 예루

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건

물인지 감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웅장

한 성전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게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며 시작이 됩니

다. 그러자 제자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

이 일어나는지 표징이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 예

수님께서 13,3-27에 그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

십니다. 24절에서 27절의 예언의 말씀은 꼭 세상 

멸망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

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

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24-25) 문장 그대로

의 의미는 세상 멸망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며 예언

하신 뜻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은 하느님께서 바빌론이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려는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하

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이사야 13,10) 라고 이사야는 바빌론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날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무너졌다.“ 또는 “세상이 끝났

다.“하는 표현을 썼을 것 입니다. 하늘이 진짜 무너

져 세상이 끝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하늘이 무너지거나 세

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우리나라 한국이 

이런 침략과 전쟁을 치렀던 사건은 하늘이 무너지

는 것 같은 사건이었고 우리 선조들께는 나라가 망

하는 사건이었기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일 이었

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을 의미하기 위해서 당신의 예언을 “그 무렵 큰 환

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

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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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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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십 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님께서도 모른다면 과

연 그분은 하느님이실까요? 

  마르코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

님의 예언을 다루고 나서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

수님의 죽음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

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시간은 예수님께

서도 알고 계셨지만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정

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

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

오.“(마르코 14, 36)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

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든지 죽음이 

심판이 아닌 새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깨어 항상 깨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

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복음 말씀이 아닌가 묵상

해 봅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로 전례력 ‘나’ 해의 끝을 

향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만추의 끝 무렵 

겨울을 향한 11월이 모든 죽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달이고 전례력의 마지막 달에 인 

것도,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희망을 찾아내는 시

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도 마르코 복음의 13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을 예고하십니다. “그 끝은 소

리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

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마르코 
13: 24-25) 
 

  모두가 멸망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 

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

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예언하십

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혼란과 

멸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어 구원하실 것이라 말

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란의 시간은 새로운 질

서의 서막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부

활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혼란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봅니다. 혼란

과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각 개인의 이익만을 위

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더불

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

었습니다.  

 

  물질적 발전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

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바이러스의 위

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격리됐고 서

로 물리적으로 멀어졌지만 가족의 거리는 더욱 가까

워졌고 친구의 중요성은 더욱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도 이제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

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수칙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교우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

들이 기도 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참 평화롭고 행

복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안나회원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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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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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나회 

만두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사리

오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고 판매하고 있습

니다. 모두가 고마울 뿐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오늘 코

로나 백신 부스터 접종을 우리  본당 친교실에서 

실시합니다. 부스터 접종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일상

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병자

성사를 받지 않은 분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도

록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 믿

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의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이고 입이고 손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주

일학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

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

립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십니

다. 최후의 심판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

로 옮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통해 하느님의 사

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깨닫는 기회

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아 이

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며 전례력 한 해가 저물어갑니

다. 곧 추운 겨울이 오지만 이는 또한 봄의 서곡이

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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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헌금   

영어 혼인 교리  

일시 : 11월 20일(토)  11 a.m.  

혼인 교리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 (718) 321-7676 

성체조배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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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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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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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성체조배 안내 

평일 성체조배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2021 기도뜰 성탄트리 도네이션 

기도뜰에 마련될 성탄 구유와 함께 할 성탄트리

를 도네이션받습니다. 도네이션 받은 성탄트리는 

가족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이름

이 성탄트리 앞에 있는 기념판에 세련되게 세겨

집니다. 성탄트리 수량은 12그루로 한정입니다.  

도네이션 금액 : $200 (나무와 전등)   

마감일 : 11월 21일(일)  

접수 : 성당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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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14일 

생활상담소  

단체 및 회의  

알 림 

단원 모집 

알 림 

분리수거 

생활상담소 상담 

11월 1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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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컨테이너  

본당 쓰레기 회사 변경으로 컨테이너가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불편하게 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시간 : 매주 일요일 9:15 a.m.  

연락처 : 이순애 엘리사벳 (929) 325-4981 

성제회 총회 및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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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월례회  

11월 14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두레 월 청소년 기도모임  

청소년 봉사팀 두레에서 매달 첫째 주 토요

일에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igh school 

9-12 학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월 주제: 통달 - 성령의 은사 

날짜 : 11월 20일 (토)  

시간 : 5-7 p.m. (매주 3째주 토요일) 

장소: 성 바오로 정하상 친교실  

Email: duraeteam@gmail.com  

Instagram: @_durae 

등록은 옆에 있는 QR code를  

사용하세요.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11월 21일(일)  11 a.m.   

장소 : 친교실  

mailto:durae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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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1구역 1반  

Forest Hills구역 Corona반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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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all the people of God: who seek to show their 

love for the Lord by keeping his comma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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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innocent who suffer in the cause of right, 

in imitation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given their word but have 
broken it, for those who are suspicious, afraid, un-
able to trust the word of God or of other peopl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n foreign land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among us who cannot communicate 
words of forgiveness or healing to others due to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complications,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November 14, 2021 

2n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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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Marriage Pre Cana (Zoom)  

Durae Monthly Prayer Meeting 

Brother Jang, Siho Angelico’s First Vow 

 

Special Collection  

COVID19 Vaccination Booster Shot  

Christmas Trees for 2021 

Infant Baptis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4, 2021 (Year B) No. 2553 

Responsorial  

Psalm 
   You are my inheritance, O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Daniel 12:1-3 (158B) 

Second Reading  

    
   Hebrews 10:11-14, 18 

Communion Antiphon 

  To be near God is my happiness,  
   to place my hope in God the Lord.  

Psalm 16:5,8,9-10,11 

Jesus Also Had To Live By Faith  

<Thir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In a high school science class, the teacher taught that the universe was estimated to be 13.8 billion years old, and 
Earth a mere 4.5 billion. What’s more, she added that some scientists believe the Earth will most likely end in 7.5 
billion years. “What did you say?” one shocked student asked. “The Earth will probably end in 7 billion years,” the 
teacher repeated. “Oh, thank God!” the relieved student replied. “I thought you said 7 million years.” Of course, 
whether billion or million, we will all be long gone. But as today’s readings point out, we also believe the Earth will 
end someday. That’s one thing science and religion can agree on. The difference is science says 7 billion years; the 
gospel says nobody knows--not even Jesus! Whoa! Jesus said he doesn't know?! What kind of God doesn't know 
when the world will end? The human kind! When Jesus became human he emptied himself of many divine powers 
so he, like us, had to live by faith. 
 
  Of course Jesus used divine powers to heal, to feed the hungry, and to raise the dead. But he never used his pow-
er for himself. In other words, he used his powers for others. As a matter of fact, if you read the New Testament, 
clearly Jesus and, indeed, the apostles and the early Christians believed and expected the world to end and Jesus to 
return ANY DAY. When you realize this, then many teachings in the New Testament make sense. You can remain 
single or married, you can give away all your wealth, because you wouldn't be around too much longer. As St Paul 
said, “The world as we know it is passing away.” But after 100 years or so, it became clear Jesus wasn't returning as 
soon as we thought. So what can we do? Be prepared everyday to meet the Lord. We do not know the day or hour. 
Surely our own personal end can happen at any time. So let us live by the grace of God in the light of the gospels 
and be ready to meet Jesus at any time. Maybe even today.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