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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1월 24일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

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음 주인 대림 제1주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

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

일은 예수님의 왕권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만이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날입니

다. 
 
 오늘 제1독서인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을 보면, 이스

라엘의 원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붓

는 것은 하느님의 영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성별하는 

예식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성령에 의해 선택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령의 뜻과 인도 하에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이는데, 이는 ‘기름부음 

받은 이’를 의미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

으시어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

시지만,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

라,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

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

도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오늘 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군사들과 죄수 하나

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

독하는 이유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

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

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장면은 권

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거나, 당신의 영

광스러운 재림 때에 대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즉 왕

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한 가지 시선이 모아지는 부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죄수입니다. 보통 우도라

고 일컬어지는 이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

달려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죄수와는 달리 그를 꾸짖

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

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을 보면, 그분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자기를 데

리고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며 조롱하는 사람들과 예
수님께서 왕이심을 믿고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예
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왕이란 막대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죄수에게는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축일에 왜 복음이 예수님의 수난을 전

하는지 묵상해 보면, 이는 진정한 왕이 현세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당신의 왕국

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위엄과 영광을 갖추고 있는 겉모습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을 구

원의 길로 이끄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처럼 당신께서 

가장 고통 중에 계실 때, 당신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오직 예

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희망하

며 새롭게 다가오는 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3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1월 24일 

 오늘 전례력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연중 제34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
일”을 지냅니다. 일 년 전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
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다림은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
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어
려움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부활의 영

광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

리 공동체는 다 함께 묵주 기도 백만 단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 대망의 백만 단 기도를 이루었
습니다. 묵주 기도의 지향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

님을 위시로 한 세계교회의 일치와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은 모든 이의 치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신앙 안에서의 다양성과 일치성
을 추구합니다. 세계 각국에 뻗어있는 복음의 신앙은 
각 나라와 민족 간의 문화와 전통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에 무리한 획일화
가 아니라 그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존중하며 나아가 
복음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그를 위
한 노력이 바로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세계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의 중심에 교황님

이 계십니다. 교황님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일치의 상
징성뿐만 아니라 교도권을 갖고 계시며 마치 오케스
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를 조화롭게 화음을 맞추며 아

름다운 선율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황님을 존중하고 그 지도의 
방향을 따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인간적인 약점을 보완하시며 당신의 길로 교
회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는 우리의 교회가 완벽한 하
느님의 나라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회의 표본이 아니라 오히

려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사회가 어떻게 완전하고 안
전한 하느님의 나라로 함께 더불어 다가가는 순례자
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또는 믿는 사람이 위선적이
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들을 원망의 눈으로 보

기보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변화의 기회

로 바라보는 예수님 같은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완벽해
지려는 교회, 순수하지 않고 순수해지려는 교회, 선인

만이 모인 곳이 아닌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는 교회, 
아집으로 닫히지 않은 열린 교회, 배타적이지 않고 이
타적인 교회……이렇게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순례의 교회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미래 
지향적이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 것입
니다.  
 
 이에 많은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 받고 위
로 받고 삶의 힘을 얻지만, 또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소수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치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
지 않고 구원하였습니다.” (참조 요한 17 6-8)라고 하

신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존적 의미인 회개와 화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 년간 열심히 성모님의 간구
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묵주 기도 
한 단도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
록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

느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세
상의 조롱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참조 루카 23: 35-
36)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느

님께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
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
다."  (루카 23: 34)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아차린 한 
죄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

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42절)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43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례력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백만 단 묵주기도
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우리 교회의 하
느님 나라로의 순례에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왕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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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봉헌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대림 판공성사  

대림 피정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님  

.  

특별헌금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일시 : 11월 24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국수 잔치 후 2 p.m. 부터 교육관 성모님상 앞에

서 꼬미시움 주관으로 감사의 묵주기도 5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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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세례  

 

국수잔치  

유아세례 

성탄 제대꽃 봉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12월 6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미사 전 십자가의 길과  

저녁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판공성사  

대림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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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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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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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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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 미사 시간 변경  

 

미사 시간 변경  

 

한국학교 휴교  

 

사무실 휴무  

 

주일학교  

주일학교 대림 판공성사  
12월 17일(화)  7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11월 24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기도모임  

한국학교  

주일학교 판공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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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1월 10일(일) - 11월 23일(토) 38,302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62,80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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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상담소  

꾸리아 평의회  

 

연차 총 친목회  

 안영남, 강석구, 임상규, 정재연  

 

  

  

단체 및 회의  

Bayside구역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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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이션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 기도뜰 조성을 위해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lushing 2구역 7반  

12월 14일(토)  7 p.m.    박정자 제인 Home 
33-64 165 St.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Bayside구역 3반  

11월 24일(오늘)  6 p.m.    이헌구 요셉 Home 
43-54 196 St. Flushing, NY  
반장 : 김 루시아 (917) 913-3120 

봉사자의 밤  

 

광고주 모집  

 

도네이션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11월 24일 

7 







Announcements  4th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November 24,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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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chool Teachers  

Special Collections

Solemnity of Christ The King  
<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liturgical year comes to a close with this great so-
lemnity of Christ, the King of the Universe. That’s a pret-
ty large kingdom! What it means is the gospel of Jesus 
and his spirit of love, forgiveness, mercy and hope are not 
limited to this earth, nor even to the human race. Jesus is 
King over everything that is. 
 
Of course, here’s the thing: although the Catholic Church 
is the largest single religion with 1.2 billion members, 
there are more than 7 billion people living on earth. Many 
have not even heard of Jesus. More still do not believe in 
him. In addition, even though people call themselves 
Catholic or Christian doesn’t mean they are living accord-
ing to gospel values. We can make this even more person-
al: how much of our life has not yet been transformed by 
the spirit of Jesus? 
 
All the universe, from the farthest galaxy to the smallest 
subatomic particle, was created by God. It’s our job to 
make sure everything we think, say and do reflects God’s 
glory. In addition, God used the elements and atoms of 
our earth to become human. Let us work to protect the 
earth through which God’s Son entered into creation.  

                       1 

 For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at its royal 
head may draw all believers into the visible unity of 
the one bod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exercise authority in our world today: 
that they may learn from the King who came to 
suffer and to serv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hat they remain 
firm in their sufferings, inspired by Christ who was 
unjustly condemne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hope in the future that we may look forward to 
the final triumph of the reign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death, that 
Christ who forgave the good thief may welcome 

them into paradise. Let us pray to the Lord. ◎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Nov. 10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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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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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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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and Time : Nov. 24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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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Legio Annual Show & Get-Together 
Dec.   1st (Sun)       1:20 p.m. - 4:30 p.m. 
All Adult Legio groups will gather in the church base-
ment for praise and celebration to Mother Mary. Eve-
ryone is welcome to attend. 

Coat & Hygienic Supplies Drive 
The Sunday School is assisting one of Woodside’s 
young adult, Clare Lee, to supply coats and basic hy-
gienic supplies with St. Dominic’s Outreach.  
They are accepting the following:  
 Coats (Men’s only)  
 Scarves, Gloves, Socks 
 Underwear (Sizes M-XXL)  
 Toothbrush, Travel-size toothpaste 
 Razors, shaving cream, shampoo, conditioner 
Donations will be accepted in the JHS/HS Sunday 
school office on Sunday. Please look for any of the 
JHS/HS teachers to 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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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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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the Samuel  
   2 Samuel 5:1-3 (16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Colossians   
   Colossians 1:12-20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729 
Breaking Bread Communion 369 

Breaking Bread 

Offering Alleluia! Sing to Jesus! 731 
Breaking Bread Closing 727 

Breaking Bread 

 

Kristen Cho Mina Kim Matthew Choi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To Jesus Christ, Our Sovereign King 124 
Children’s Mass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233 
Children’s Mass Closing The King of Glory  126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