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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이 철 선  최 미 화 오 캐 런 Steven Lee•Catherine Lee•Regina Lee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윤 승 균 정 춘 홍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최 현 진 장 동 철 Jayson Choi•Seon Lee•Dylan Park 

6시 미사  신 은 혜 이 미 첼 김 가 희 이 미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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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Michael  Choo 

화답송 

입당성가  122 번 구원의 십자가 

예물준비성가 
  

216 번 
220 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56 번 
159 번 

한 말씀만 하소서 

세상의 참된 행복 

파견성가 123 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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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진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의 은총으로 내가 이웃에게 그리

고 하느님께 범한 모든 죄를 깨달아 용서를 청함

으로써 이웃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이신 예

수님.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던 바로 그 자비의 신비를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오십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 어린양이

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쳐다봅니다. 영성체 예

식 중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평화의 인사를 내 

이웃과 진심으로 나누고 난 후에 주례사제는 누

룩 없는 빵을 높이 올려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

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세례자 요한의 “보라, 이 분이 세상의 죄를 없

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는 외침은 그

냥 처다보라는 뜻보다는 예수님이 번제물의 상

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쳐질 번

제물의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또한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모셔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외침을 사

제는 다시 한번 영성체 예식 때 외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빵이 용서의 상징인 양이나 나무에 

매달린 뱀이 아니라 바로 용서 자체이시며 내 손

을 잡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한 분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던 것

을 하느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

세를 선택하시어 이집트에서 구해서 당신께서 아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

로 이끌어 주시던 중에, 모세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느

님을 거슬러 죄를 지어 하느님께서 뱀을 보내시

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모세는 벌 받는 이스

라엘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을 드리므로 벌 내리

신 것을 거두시고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달아 그

것을 뱀에게 불린 사람들이 처다 봄으로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당신도 그 

와 같이 나무에 매달리셔서 희생의 제물로 봉헌

되어야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그 죄의 

상징인 뱀을 만들어 나무에 박아 세운 후 그 모습

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

로 들으신 이유는 이 사건이 단지 이스라엘 역사

의 한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의 자비하신 구원 계획안에서 이 사건은 후에 구

세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 하

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의 용서를 위한 번제물이라는 말은 세

례자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하

느님의 어린양이 십자 나무에 못 박히셔서 들어 

남희봉 벨라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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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8년 3월 11일 

불편한 광야를 건너……  

 

 부활의 희망을 향해 우리는 40일간 순례의 길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순의 순례 여정은 현재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일상

의 무게에 힘들어 서로 힘들게 하는 아집과 분노와 

미움과 분란의 일상에서 화해와 배려 사랑과 관용의 

평화의 삶으로 변화는 과정이 편치않은 광야를 통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그 광야의 저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의 순례는 함께 더불어 의지하며 가

야만 하는 우리 믿는 이들의 숙명적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은 고난의 길

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길 일수도 있지

만, 그 고난과 불편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저항의 고통입니다. 현재의 익숙한 습관

을 버리지 못하는 저항은 익숙지 않은 불편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면 변화는 없습

니다. 그러면 희망은 그저 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편안하고 익숙한 고통에 안주합니다. 마치 가

시로 덮인 밤송이같이 방어적이고 자격지심에 빠집

니다. 그 안주의 열매는 아집과 분노와 분란과 미움

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여정은 하느님께로의 귀의이며 회개

입니다. 이 회개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여정의 방향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여정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3500여 년 전 아브라함 성조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해방시킬 때에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감은 잠시였습니다. 광야의 거친 삶은 오히려 노

예 시절의 익숙한 고통을 그리워하며 하느님의 말씀

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백

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

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민수 21: 5) 이에 분노

하신 하느님은 불 뱀을 보내어 처벌합니다. 결국 하느

님께 용서를 빌며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

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리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았고 이를 본 뱀

에 물린 백성은 살게 되었습니다. 

 

 기둥 위에 들어 올려진 구리 뱀은 바로 하느님 말씀

의 현존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이 들어 올려진 구리 

뱀을 보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으로의 회개입니다.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것

입니다. 구리 뱀을 표징으로 드러낸 하느님 말씀의 현

존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짐도 그 말씀의 현존이며 구원의 복음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지난 3주간의 복음이 모두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

씀의 표징인 구리 뱀을 보고도 살아났다면, 들여 올려

진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향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

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순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편

하고 고된 광야로의 여정이고 그 광야는 변화의 장이

고 그 여정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정의 끝에 

회개의 불편함은 익숙함이 되어 말씀 안에 우리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멈추고 싶은 유혹을 뿌

리치며 그 옛날 투덜거리면서도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백성 무리처럼 우리는 함께 

더불어 광야를 순례합니다. 들어 올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순 제4주일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8년  3월  11일 

둘째 주일 (3월) 알 림 

4 

사순 특강 

2018년 사순절동안 고통의 신비에 대한 강좌가  

8:30 p.m. 미사 후 있습니다.   
넷째 강좌 : 3월 23일(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8 p.m. 합동으로 십자

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는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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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영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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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회•요셉회 월례회 날짜 변경  

부활 판공성사 관계로 3월 20일(화)로  날짜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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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반 예비신자 일일 피정  

일시 : 3월 11일(오늘)   11 a.m. 미사 - 5 p.m.  

경로의 날 행사  

일시: 3월 20일(화)  12 p.m.    

.  

신앙의 세대 문의  

일시 : 매주 주일 9 a.m.  -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제3회 가톨릭 아버지 학교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참가비 : $150 
신청 마감 : 4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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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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중등부 교구 성소 모임 (Fraternitas) 

* Junior High School 남학생 (6-8학년) meeting 

일시 : 3월 17일(토)  1 p.m. - 5 p.m. 
장소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주소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첫 영성체 자모 모임 
일시 : 3월 11일(오늘) 12 p.m.  

학생 견진 부모 모임 
일시 : 3월 11일(오늘) 11 a.m.  

헌화회 봉사자 모집 

제대꽃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는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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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북부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청년 연합회 부활 비누 판매 

일시 : 3월 31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가격 : $25 (비누 3개 - 한 묶음)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일시 : 3월 25일(일) 2 p.m. - 5 p.m.  성전  

대상 :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피정 내용 :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 기도회에 알려주

초등부 사순 피정  

학년 : 4학년 - 5학년 

일시 : 3월 24일(토)   10 a.m. - 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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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우리의 정성  

생활 상담소  

반모임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로사리오회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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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시움 주최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11일(오늘) 2:30 p.m. 성전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복장 : 남자 - 정장, 여자 – 한복 

단체장 회의 변경 

성제회 월례회  

일시 : 3월11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3월11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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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2구역 2반 

Whitestone 구역 8반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1반 

Bayside구역 5반 
 

간호사회 새 임원진 명단 

회장  송영삼 아녜스 부회장  원종숙 아녜스 

총무  전양선 막달레나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3월 18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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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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March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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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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Sunday of Lent 
  
 Cyrus, the great anointed king of Persia, ordered a 
temple built for God’s presence in Jerusalem. Jesus, 
the anointed Son of God, is raised up to be the new 
temple of God’s living presence for every believer. 
He is the healing sign of salvation by faith, our “gift 
from the God of infinite richness.” His flourishing 
cross is “God’s work of art created in Christ Jesus,” 
the vine on which we can be the branches that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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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12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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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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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 April 3rd (Tue) - May 15th (Tue) 8 p.m. 

Confirmation date : May 20th (Sun) at Church  

A 7 week long class of the Seven Sacraments and 

Christian Moral life will begin on April 3rd. This is for 

English speaking and Korean speaking parishioner as 

well as for the people preparing for the Confirmation. 

Please, join us at 8 p.m. on April 3rd. Please put notice 

for either English class or Korean class you wants to 

joint, when you submit the Confirmation application.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By Fr. Joseph Veneroso, M.M.  

Are We Moths or Cockroaches  
< Fourth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March 11, 2018 

  In the animal kingdom, some (if not most) animals are diurnal, that is, they go about during day-
light hours. Others are nocturnal; they go about at night. And a few are crepuscular (I love that 
word!): they are active during twilight. Now, some animals are actually irresistibly drawn to light. 
Moths are a good example of this. Other animals flee from light. Think of cockroaches scurrying 
away when you turn on the light at night. 
 
  Plants are like that as well. Most plants are phototropic (So many SAT words!). That is, they grow 
towards light. Sunflowers are heliotropic. They follow the sun. But some plants, like ivy and ferns, are 
actually skototropic. That is, they grow away from light or prefer shade or, like mushrooms, even 
darkness. 
 
  Which brings us to people. In today’s gospel, we are reminded that Jesus came as the light of the 
world, but some people flee from the light of Christ and prefer darkness because their evil deeds 
might be exposed. So once again, the Word of God challenges us to re-examine our attitudes and our 
life. Are we drawn toward God’s light, like moths to a flame? Or do we run in the opposite direction, 
like cockroaches? Are we sunflowers or mushrooms? We still have time to change! Let our hearts and 
minds follow the Son, and let our words and actions show we are children of the Light. 

Universal Prayer 
  

1. That we recognize Christ in the living words of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2. That we recognize Christ in our neighbors' need for help, we pray to the Lord. ◎ 

3. That we recognize Christ in people’s cries for justice, we pray to the Lord. ◎ 

4. That we recognize Christ in all suffering we see, we pray to the Lord. ◎ 

5. That the peace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 successful, we pray to the Lord. ◎ 
6. That our St. Paul High school students, away for workshop this weekend, return safely and 

with a deeper knowledge they are a part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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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un  Heebin Im Ryan Kim Jasmine Lee Hyun Jin Choi•Anthony Choi•Ashley Jeong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ohn Sun•Andrew Oh•HyunJeung Park 

Responsorial Psalm    ◎ Let my tongue be silenced, if I ever forget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Chronicles 
  2 Chronicles 36:14-16, 19-23 (3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2:4-1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ord of All Hopefulness 403 
Breaking Bread Communion Precious Lord, Take My Hand 

Shepherd Me, O God 
689 
459 

Breaking Bread 

Offering Christ Be Our Light 596 
Breaking Bread Closing City of God  38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135 
Breaking Bread Communion Behold the Lamb 339 

Breaking Bread 

Offering You are the Healing  400 
Breaking Bread Closing Change our hearts 659 

Breaking Bread 

-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