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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전 수 연  박 현 숙  Jocelyn Park•Ted Park•Annabelle Na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백 정 덕  이 청 일 Justin Jou•Yule Bae•Terri Kim 

11시 미사  박 의 진  서 기 호  박 미 영  박 해 성  Dylan Kim•Jason Yoo•Benjamin Jeong 

6시 미사  신 은 혜  문 소 영  이 승 룡 왕 은 희  유필립•김남효•윤성두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44번 

예물준비성가 
  

216번 
217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70번 
175번 

자애로운 예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견성가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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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3일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연합통신 (The Associated Press)은 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70년대 져지 

시티(Jersey City, NJ)에 위치한 성 니콜라오 본당에서 사제 사목을 할 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기

사입니다.  
 
 이에 그 기자에게 보낸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처음 듣습니다. 약 50
년간의 사제생활에서 저는 절대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 진술에 관한 사건을 부정합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법적 진행을 통해 저에 대한 거짓 진술이 밝혀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완
전한 무죄로 들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추행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에 2003년 이 교구로 발령받아 온 이래 우리 브루

클린과 퀸즈 교구 내에서 어떤 성추행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교구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성추행 방지 교육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구의 어린이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신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구는 피해자를 위한 사목부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전문적

이고 독립적인 상담과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희망과 치유의 미

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드림으로서 치유를 갈구하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

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제 자신을  거짓 주장으로부터 방어하느라 우리 교구가 어려운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교구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저

를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니콜라스 디마지오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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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Medical Mission Trip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대림 판공성사  

대림 피정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님  

.  특별헌금  
 

안나회 만두 만들기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일시 : 11월 24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국수 잔치 후 2 p.m. 부터 교육관 성모님상 앞에

서 꼬미시움 주관으로 감사의 무주기도 5단을 바

치겠습니다. (우천시 혹은 혹한시 성전) 
묵주기도 후에 백만단 봉헌쪽지 소각행사가 있

겠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 

유아세례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찬미 : 8 p.m.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분들 참석바랍니다.  

국수잔치  

유아세례 



  공동체 소식                                                                                                       2019년  11월 17일 

알 림 알 림 

5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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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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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모집 

11월 17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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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시간과 동일하며  

12월 22일(일) 본 날은 픽업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시간 : 매주 일요일 9:20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문의 : 이순애 엘리사벳 (929) 325-4981 

*3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추수감사절 미사 시간 변경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미사 시간 변경  

 

기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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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1월 3일(일) - 11월 9일(토) 25,525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24,505단 

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1월 24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안영남, 강석구, 임상규, 전대영 

 

  

  

울뜨레야 팀회합  

일시 : 11월 18일(월) 8 p.m.   성당 친교실  

‘어린양의 만찬’ 교재로 남희봉 벨라도 지도 신

부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분들께서 참

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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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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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헌금  

 

경로잔치  

 

사목회의  

일시 : 11월 20일(수) 9 p.m.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레회  

일시 : 11월 21일(목) 8 p.m.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월례회  

일시 : 11월 17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Bayside구역 4반  

11월 24일(일)  6 p.m.    권문희 세실리아 Home 
63-43 Douglaston Pkwy, Little Neck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성당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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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p to last week is 
1,0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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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Martyr” and “confessor” are two words for 
“enduring witness.” The lists of our holy ancestors in 
the faith are full of those people giving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and its consequence 
for life. Our faith is based on those witnesses tracing 
a line all the way to the first Easter Sunday. We sign 
ourselves, we recite the Creed, and we pray the Our 
Father as they, and we, were taught at baptism. Our 
solidarity with them in faith and the Eucharist gives 
us strength to endure for our lives, too.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November 17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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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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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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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 Nov. 23rd (Sat)  Time : 8 p.m.  
Infant Baptism  
Date : Dec. 1st (Sun)  Time : 1:30 p.m.  

Church Office Closed (Thanksgiving Day) 
Date : Nov. 28th (Thu)  
There will be 7 a.m. mass but NO 8:30 p.m. mass.  

Christmas Show Practice (Elementary School) 
Nov. 17th (Today)  11:20 a.m. - 12:00 p.m. 
Dec.   1st (Sun)       11:20 a.m. - 12:00 p.m. 
Dec.   8th (Sun)      11:20 a.m. - 12:00 p.m. 
Dec. 15th (Sun)    1:30 a.m. - 3:00 p.m. (dress rehearsal) 
Dec. 22nd (Sun)    2:30 p.m. Christmas Show 
Lunch will be provided and pickup is 3:00 p.m. on Dec. 
15th (Sun) only.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Friday, May 22, 2020 - Saturday, May 30, 2020  
Place : Bolivia  
We w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physician and 
ultrasound technician.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Date and Time : Nov. 24th (Sun) after 11am Mass 
Location: Church basement 
Ceremony Time: 2pm 
There will be a final rosary prayer before the statue of 
Virgin Mary , Afterwards, all the dedication slips will be 
burnt as an offering.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End of The World - Again 
< Thirty -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November 17, 2019 

 As our calendar and liturgical years start winding down, the scriptures speak of the end of the world. 
People in every generation seem to be fascinated by the apocalypse (Zombie or otherwise). Jesus 
gives graphic signs to look for, yet with the warning that even when these things happen, the end 
doesn’t happen right away. The message is clear. Be ready! In another passage even Jesus admits he 
doesn’t know the day or the hour when the earth will end. In this, he is just like us and had to live by 
faith. 
 
 That the world will end some day is one point where science and religion agree. But if you look back 
through history, the world has ended many times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end today and into 
the future. When the Romans burned Jerusalem and destroyed the Temple in 70 A.D. surely the peo-
ple experienced the end of their world. In 79 A.D. when Mount Vesuvius erupted and destroyed the 
cities of Pompeii and Herculaneum, the sky indeed turned red, the sun was darkened and the sea 
seemed to boil, just like Jesus describes. It’s no coincidence that Matthew and Luke wrote their Gos-
pels around this time. They had first-hand knowledge of the event. 
 
 The point is, we face the end of our world all the time. We should therefore be ready no matter what 
happens to greet the Lord with faith and joy. All things must come to an end. People of faith should be 
ready no matter what. Our God re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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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Pope and Bishops will continue to proclaim the one Redeemer, in the face of contradiction 
and opposi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suffering caused by war and terrorism may be ended by courageous and just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unemployed may find gainful employmen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a world of turmoil, we may witness to the Good News that Christ is coming agai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Jesus,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shine with healing rays on those who have died.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7, 2019 (Year C)  No. 244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Malachi  
  Malachi 3:19-20a (15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ssalonians  
   2 Thessalonians 3:7-12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45 
Breaking Bread Communion 677 

Breaking Bread 

Offering Seek Ye First  435 
Breaking Bread Closing 533 

Breaking Bread 

 

Ryan Kim Isaac Shon Joanna Kim Kevin Lee Seo Yeon Choi•Andrew Oh•Edward Oh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Grace Nam•Gabriel Nguyen•Kase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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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your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your 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