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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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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Michael  Choo 

화답송 

입당성가  118 번 골고타 언덕 

예물준비성가 
  

512 번 
217 번 

주여 우리는 지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9 번 
168 번 

사랑의 성사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280 번 성 요셉 찬양하세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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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복음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의 구원역사인 공생활의 끝을 미리 예언하십니

다.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의 혼인 잔치

에 참여한 예수님은 어머님의 권고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흥겨운 혼인 잔칫집에서 중요한 술

이 떨어지자 성모님은 과방장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명하시어 예수님은 

결국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잔치의 

흥을 지속시킵니다. (참조 요한 2:1-11) 

 

 이 기적을 이루시고 바로 과월절, 즉 파스카 축

일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

고 그 유명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제물인 소와 양을 파는 상인

들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부숴버리

면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하십

니다. 이는 바로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신 후에 세울 교회를 말씀하심을 

제자들은 후일에 깨달았다고 복음 사가인 요한 

성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의 복음인 “성전 

정화”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활의 마

지막 부분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해 개

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

렀을 때 일어난 일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

음의 이 사건은 타락한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기

득권에 대한 경고이며 이로써 기득권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어 처형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예수님 공생활의 

서두에 일어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오늘은 사순 제3주일을 맞아 요한복음의 말씀

으로 시작합니다. 어느덧 사순절의 중반부로 접

어들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

리의 인간적 고통과 신앙적 고난을 기도와 이웃

에 대한 자선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이해

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시작을 각 주

일의 복음을 묵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사순의 각 주일의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실천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실천을 좀 더 구

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첫 주일의 복음은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바로 사순시기에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40일간의 단식과 유혹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인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주일 역시 마르코 

복음(9: 2-10)으로 거룩한 변모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이에 따른 하느님의 말씀, “이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예수

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에 순종하는 것임을 잘 들어냅니다.  

 

 결국 사순절의 우리의 기도와 재계와 자선은 바

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

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 또는 신앙심을 테스트하는 시기

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 말

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있게 하기 위한 우리

의 노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

느님께 귀의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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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유대인즉 바리사

이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로 유대인 전통축

제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려주며, 따라서 크리

스천에 있어 파스카의 의미의 서두부터 재해석

하게 합니다.  

 

 파스카 축제는 모세의 영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행방 되어 약속의 땅으로 자유와 구

원을 기념하는 축제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

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 이게도 이 파스카

의 축제는 크리스천에게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시

작을 알립니다.  

 

 모세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 즉 예수님

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등극하신 시점입니

다. 바로 예수님께서 파스카 구원의 주인으로 바

뀌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

음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성전의 건립이며 시작

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을 정화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

시 세우겠다.” 이 훗날 이루어짐을 공생활의 시

작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정화를 목격한 제자들은 시편 69

장 9절,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가는 

시편의 원본의 시제가 과거형인데 여기서는 미

래형으로 바꿉니다. 즉 아직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예수님께서 수난 

하시고 죽으심을 복음 사가는 예고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

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결국 매주 복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듣고 믿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성직자들이 성품을 수품할 

때 주교님으로부터 복음서를 받으며 듣는 준엄

한 명령이 생각납니다. “Believe what you 

read, teach what you believe, practice what 

you teach. (읽은 것을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

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시오.)”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

은 물질 만능적 이기심이 아니고,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오늘의 운세’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안

에서 평화를 얻게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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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의 살아 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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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일시: 4월 1일(일)  1:30 p.m.  
유아 세례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순 특강 

2018년 사순절동안 고통의 신비에 대한 강좌가  

2월 23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8:30 p.m. 미사 후 있겠습니다.   
셋째 강좌 : 3월 9일(금)   임석원 요한 부제님 

넷째 강좌 : 3월 23일(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8 p.m. 합동으로 십자

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는 

7:30 p.m. 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9일 하상회 대건회 어머니연합회 

3월 16일 성제회 꼬미시움 

3월 23일 울뜨레야 

사순 피정  

주제 : 말씀을 통한 사순과 우리 

날짜 : 3월 15일(목) - 3월 16일(금) 
시간 : 8:30 p.m.  성전 

강사 : 박규덕 베드로 신부님  

성인 견진 교리반 모집 

일시 : 4월 3일(화) - 5월 15일(화) 
매주 화요일 8 p.m.  신교육관에서 있습니다.  
5월 20일(일) 성령강림 대축일날 견진 성사가 있

습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헌화회 봉사자 모집 

제대꽃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는 연락바랍니다.  
문의 : 박상임 미카엘라 (347) 533-0089 

서머타임 실시 (Daylight Saving) 

3월 11일(일)부터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이 

실시됩니다. 당일에 각 가정의 시계를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하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 p.m.을 3 p.m.으로 조정) 

부활 판공성사  

본당 : 3월 20일(화)  8 p.m. 
안나회·요셉회 부활 판공성사  

3월 20일(화)  10 a.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베이사이드 성당 : 3월 21일(수)  8 p.m. 
브루클린    성당 : 3월 22일(목)  8 p.m. 
우드사이드 성당 : 3월 23일(금)  8 p.m. 

봉성체 

3월 9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3월 9일(금)  10:30 a.m. 

부활반 예비신자 일일 피정  

일시 : 3월 11일(일)   11 a.m. 미사 - 5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  

경로의 날 행사  

일시: 3월 20일(화)  12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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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임 

Date  Subject Instructor 

3/18/18 Fr. Hee Bong Nam 

3/25/18 Fr. Andrew M. Kim 

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초등부  TA 모집 

주일학교 초등부 TA를 모집합니다.  
문의 : 한 프랑카 수녀님 (718) 321-7676 

주일학교  

첫 영성체 자모 모임 
일시 : 3월 11일(일) 12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학생 견진 부모 모임 
일시 : 3월 11일(일) 11 a.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일시 : 3월 9일(금) - 3월 11일(일)  
장소 : St. Josephat’s Retreat House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비용 : $100 
집합 장소 : 3월 9일(금)  성당 - 7 p.m.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신청 : 어머니 연합회(주일) & 사무실(평일) 
부모동의서와 비용을 마감일 전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주일학교  제17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신청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공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5,000 

 

. 

문의 : 박 도미나 (516) 5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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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3월 11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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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로사리오회 피정  

일시 : 3월 16일(금) - 3월 18일(일) 뉴튼 수도원 
회비 : 로사리오회원 $150, 비회원 $185 
접수 :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데스크 
로사리오회원이 아니라도 접수 받습니다.  

 

  

  

  

  

  

요셉회 월례회 날짜 변경  

3월 20일(화)  11 a.m. 으로 날짜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화회 월례회  

헌화회 월례회의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1 a.m. 
있습니다.  
장소 : 성당 친교실  

구역분과 회의   

3월 6일(화)  8 p.m.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주최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11일(일) 2:30 p.m. 성전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복장 : 남자 - 정장, 여자 – 한복 

각 Pr. 대표 기수들은 2:10 p.m.까지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울뜨레아 모임   

날짜 : 3월 5일(월) 
시간 :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한국  천주교회사 (죽음의 행진 부분) 공부를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단체장 회의  

3월 7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일시 : 3월11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3월11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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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1st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March 4, 2018 

10 

We are looking for a volunteer who majored in Music 

and wants to serve as conductor for 12:30 p.m. mass 

and other events.  

Further info. : Fr. Hee Bong Bernard Nam 

Phone : (718) 321-7676 

3rd Sunday of Lent 
  
 God’s foolishness and God’s weakness,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foolish wisdom of humans-
all lead us to the crucified Jesus, the sanctuary de-
stroyed and raised up in three days. Prejudgments are 
obstacles to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who ties 
heaven and earth and all else together. Through Je-
sus, we are redeemed and our life has meaning. By 
his glorious cross we are saved. Jesus knows what 
each of us has inside. He offers strength for our 
weakness.  

Sunday School 

Sunday School Elementary TA Recruitment  
Sunday School Elementary School TA is recruiting.  

Contact : Sister Franca Han (718) 321-7676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Schedule 
Time : 2 p.m.  

Location : Thomas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yone interested can take classes. Please mark your 

calendar for the training schedule. 

Date  Subject Instructor 

3/18/18 Deacon John Im 

3/25/18 Fr. Andrew M. Kim 

4/15/18 Deacon Paul Chin 

4/22/18 

Time : Friday at 5:30 p.m. to Saturday at 1 p.m.  

Location : Cathedral Seminary House of Formation 

Address : 720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JHS Vocation Meeting (Fraternitas) 
Time : 1 p.m. - 5 p.m.  

Location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Address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1th (Sun)  12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High School Confirmat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1th (Sun)  11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nual High School Retreat  
Date: Fri., Mar. 9th - Sun. Mar. 11th 

Wher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Address :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Cost : $100 

Departure time : Fri., Mar. 9th 7 p.m.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and waiver form, along 

with the fee, to the church basement or Church office.  

Sunday School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5,000] 

 The time for Application : March 4th – May 6th, 

2018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Domina Park (516) 503-0222,  

               Elizabeth Jung (646) 286-4328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rch 4, 2018 

  In today’s first reading, we hear the longer version of the Ten Commandments. God identifies himself as 
“the one who brought you forth from the land of Egypt, that place of slavery.” In fact, the Bible describes God 
like this no less than 87 times. In other words, our God is a liberating God, who sets us free from slavery to 
sin, to bad habits, and above all to everything that keeps us from living full lives. 
 
 The first Commandment, then, forbids us from believing in, worshipping, or following any god but the one, 
true God. Idolatry is the most serious of sins. A statue of Buddha, or Ganesh, or Osiris is just that: a statue. 
Some Protestants say we Catholics practice idolatry because of all the statues we have of the saints, of the 
Blessed Virgin Mary, or even of the Sacred Heart. But we must no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an idol is 
merely a statue of some deity or saint. Anything that occupies a place in our hearts, in our minds or in our lives 
that by rights belongs to God alone, that is an idol. 
 
 Most idols are more insidious. Political power, prestige, fame, wealth, even nationalism can be an idol if we 
let them determine how we treat others. Which brings us to today’s gospel. Jesus cleanses the Temple. It is the 
only account of Jesus being violent, at least against property. And this incident is mentioned in all four gos-
pels. Why was Jesus so angry? 
 
 The Temple required animal sacrifice to make up for sins. Doves, sheep, oxen, grain and oil had to be sold so 
they could be offered. The Sadducees set up their market inside the Temple area known as the Courtyard of the 
Gentiles. This was the only place within the Temple precincts where non-Jews could approach the God of Isra-
el to pray or to ask pardon for their sins. In addition, many merchants were cheating people when they ex-
changed money for Temple currencies, or else they used crooked scales. All this was too much for Jesus. 
Filled with righteous indignation, he “made a whip of cords”, drove out the animals (thus saving them from 
slaughter!), and overturned the money changers’ tables. He exposed the Sadducees for the idolaters they were. 
They worshipped money. 
 
 The gospels of Matthew, Mark and Luke claim it was precisely for this act of cleansing the Temple that the 
religious leaders decided to put Jesus to death. Put another way, Jesus thought idolatry was so serious that he 
was willing to risk death to get rid of it. And so the challenge to us is: are we willing to cleanse the temple of 
our hearts of all the idols we have set up there? What determines our words, actions and relationships? Popu-
larity? Success? A job? Drugs? If these prevent us from living honest, full, loving lives, then they are idols. Let 
us invite Jesus into our hearts to cleanse them of our idols and help us follow the one, true God who sets us 
free.  

Universal Prayer 
  

1. For the members of our Church: that we may take up Christ’s cross and follow wherever he may lea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2. That in our daily lives filled with conflicts and emotions, we would recognize and accept our own crucifix-
ion with the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3. That all laws and commandments be obeyed only with the love of God and neighbor in our hearts and 
minds, as is demanded by the two great commandments, let us pray to the Lord. ◎  

4. For us to remember we are a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a house of prayer,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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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of Lent                                                                                                                          March 4, 2018 (Year B)  No. 2357 

 

James Mun  Heebin Im Ryan Kim Jasmine Lee Justin Jou•Ryan Choi•Alice Cho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Isaac Shon•Kate S. Hwang•Chloe Lee 

Responsorial Psalm    ◎ Lord, you have the words of everlasting lif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20:1-17 or 20:1-3, 7-8, 12-17 (29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2-25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ift Hight the Cross 713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Bread of Life 

Look Beyond 
364 
326 

Breaking Bread 

Offering Earthen Vessels 411 
Breaking Bread Closing I will Choose Christ 51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42 
Children’s Mass Communion God is so good  291 

Children’s Mass 

Offering Jesu, Jesu  241 
Children’s Mass Closing Show us Your Mercy  88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