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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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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56번 
502번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김 성 진  안 세 호  남 화 성  김 성 자  

8시 미사 오 규 화  윤 석 채  홍 길 려  윤 건  

9시 30분 미사  Edwin Shin Lucas Lee 

11시 미사  오 캐 런  강 석 구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Sophia Park  Julia Jun Andrew Lee 

5시 미사  이 미 첼  박 지 은  문 소 영  김 남 효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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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11항은 “성경

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

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그르

침이 없이 가르친다.”라고 하느님 말씀과 진리와

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

는 “나와 너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 동시에,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부터 하느님 

계획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하느님 사랑의 

절정인 인간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진리”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마르 

4,12)는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우

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

다. 

   반면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이사 61,1-2과 레위 25,8-13의 말씀을 전해줍니

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집혀간 이

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루카 4, 18-19)

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루카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

로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에서 완성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임금들처럼 주님께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시킬 하느님 

나라는, 잡혀간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되

고,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되는 나라라고 전해주

고 있습니다. 

 

   잡혀간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활을 지내면서 꾸준히 보여주신 모

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치유해주셨고, 다양한 비유로 하느

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까지는 당신께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준 일과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거듭해서 분부했었습

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고 잘 못 생각할 것을 걱정했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걱정은 빵의 기적이 있은 직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

가 가득 차게 한 기적을 체험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요한 6

장 1-15참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피해 산으로 물러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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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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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하느님께 받은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복음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총독 빌라도의 질문을 통

해서도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당신이 유다

인들의 임금이오?”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예

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을 모으는 반란세

력의 대장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

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

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당시 예수님을 찾던 사람

들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

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력과 정치력

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는 무력과 정치력 같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으로써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심으로써, 한처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

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인간의 구원계획을 현실

로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

님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 그 자체인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

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

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연중의 마

지막이며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새해에 

대한 희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과 희망과 계획이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들인 것 같습니다. 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합니다. 특히 11월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먼저 돌아가신 이들을 생각하고 그분

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묘지를 방문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영성적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수난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본당도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모임이 잦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주해지는 것에 대

한 감사와 기쁨과 함께 오는 근심은 역시 바이러스

로부터의 안전입니다.  

 

  언제나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니 불편하시더라도 지

속적으로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

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 전례력 

‘가’해 새해를 시작합니다. ‘가’해는 주일 복음을 마

태오 복음을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이에 대림절 동

안에 마태오 복음을 미리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11월 ‘위령 성월’과 함께 듣게 되는 주일 복

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최후의 심판

입니다. 이는 언제나 환란과 함께 오고 사람의 아드

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환란의 끝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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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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언뜻 들으면 공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는 역

설적이게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

난이 오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어 이를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종

래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말씀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우리는 작년부터 불안한 시기

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의 노

력은 백신을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한숨을 돌릴 여

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계속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의 자유가 한 발 더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의 끝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봅

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아 예수

님의 정체를 생각해봅니다. 왕중왕이라 불리는 예

수님의 재림은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

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권력욕을 과

시하는 군림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역시 배려와 자비의 나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자비와 배려를 생각해봅니

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 새

해를 생각해봅니다.  

 

  자비와 배려가 풍성한 새해를 그려봅니다. 아직 

두렵고 힘들지만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고, 내년 이

맘때쯤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걱정없이 마스크를 

벗고 미사에 참례하고 축일에 성체뿐만 아니라 성

혈도 다시 모실 수 있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이제 11월도 저물어 가고 목요일에는 추수 감사

절을 지냅니다. 힘든 와중에도 함께 더불어 하느님

의 말씀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의 

사랑으로 올해도 고난 중에 행복을 만끽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

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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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11월)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21일 

특별헌금   

대림  

유아세례 부모교육  

일시 : 11월 27일(토)  8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알 림 

나눔  

2021년 추수감사절 선물용 배 판매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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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본당 앞  (주관 : 하상회)  

문의 : 박의진 골롬바노 (516) 780-3047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림 피정  

일시 : 12월 5일(일)  3 p.m.   

강사 : 이재원 다미안 신부님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 첫 서원   

일시 : 11월 21일(오늘)  1 p.m.  

본당 출신 장시호 안젤리코 수사님께서  

11월 21일(오늘) St. Joseph Catholic Church에

서 1 p.m.에 첫 서원을 받으십니다.  

수사님의 첫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오전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 (화)   10 a.m.  

오후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 (화)  7 p.m.— 9 p.m.   

주일학교 판공성사도 7 p.m.에 시작합니다.  

2021 나눔과 기쁨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한다 (루카 13,33) 

기부품목 : 현금, 상품권 

기부날짜 : 11월 21일(오늘) - 12월 31일(금) 

기부장소 : 사목회 안내 데스크 

기부된 모든 품목은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김파티마 라파엘 수녀님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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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

rick’s Church에서 10:30 a.m.

에 종신 서원을 받으십니다.  

김파티마 수녀님의 종신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녀님을 위하여 많

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일시 : 12월 5일(일)  11 a.m. 미사 중  

대부모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안내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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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21일 

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시간 : 매주 일요일 9:15 a.m.  

연락처 : 이순애 엘리사벳 (929) 325-4981 

요셉회 청소의 날  

11월 23일(화)  10:30 a.m.   

요셉회관 앞에서 모임 (간단한 점심 제공)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11월 21일(오늘)  11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무실 휴무 

11월 25일(목) 추수감사절 관계로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땡스기빙 파티  

주일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모아 땡스기빙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일시 : 11월 21일(오늘) 1: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어머니 연합회  

울뜨레야 
11월 21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코비드19 검사  

안나회 만두  

성제회 새임원

회장  한원삼 베드로 부회장  박정원 베드로  

총무  김동수 야고보 회계  강재정 데레사  

연령회 월례회  

12월 5일(일)  12 p.m.   

성당 친교실  

육개장 판매  

한영 번역대회 중등부 장려상 수상  

지난 11월 13일(토)에 있었던 영사관 주최 한영, 

영한 번역대회에서 박승애 선생님께서 지도한 

중등부 신성희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학교 

꼬미시움 평의회  

11월 21일(오늘)  2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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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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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서적 판매  

생활상담소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21일 

반모임  

생활상담소 상담 

11월 28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정재연, 김진배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쓰레기 컨테이너  

본당 쓰레기 회사 변경으로 컨테이너가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불편하게 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Flushing 1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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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성  

Flushing 2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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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the unity of the Church, bearing witness to the 

great light of God’s word among u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eaders striving to bring about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people,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recognize Jesus in others, that they 
respond with kindness to people who are poor or 

outcast, we pray to the Lord. ◎ 

 For families of this community of faith, compas-
sionately, generously and humbly helping other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lost loved ones this year: that they 
remember that they will one day see all whom they 

loved at Jesus’ banquet,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November 21, 2021 

3r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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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Love  

Sunday School 

Brother Jang, Siho Angelico’s First Vow 

 

Special Collection  

Infant Baptism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COVID Test  

Church Office Closed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Party For Sunday School Teachers 

Advent Confession  

Award in Korean – English Translation Contest  

Korean Schoo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November 21, 2021 (Year B) No. 2554 

Responsorial  

Psalm 
   The Lord is king; he is robed in majesty.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Daniel 7:13-14 (161B) 

Second Reading  

    
   Revelation 1:5-8 

Communion Antiphon 

  The Lord sits as King for ever.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Psalm 93:1, 1-2, 5 

We Are Children Of The One, True King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By Fr. Joseph Veneroso, M.M.  

  Our liturgical year ends with today’s celebration of Christ the King. A few years ago this was expanded 
to be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In other words, what starts out as the yearning of the Jewish 
people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now includes all of 
the created Universe! If we look at one of those breathtaking photos of far off galaxies taken by the Hub-
ble telescope in outer space, we are at once filled with two seemingly contradictory feelings: how big the 
Universe is and at the same time how insignificant we humans are. But both of these are indeed true. And 
here’s the best part: God came to this speck of dust called Earth and actually became human— just like 
us. And Christ invites us to accept our inheritance as children of the one, true king! 
 
  We look up at a star-filled night sky and wonder if there are intelligent beings way up there also wonder-
ing if life exists elsewhere. Well, today’s Solemnity says, even if there are, Christ is their king too, because 
God is their creator. We should avoid trying to limit God’s power or influence. What’s more, every part 
of our life belongs to God. So when you feel sad, disappointed or discouraged,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a child of the one, true King, who created you, saved you, and who will raise you up to enjoy eter-
nal life in his kingdom without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