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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오늘은 연중 제2주일을 지냅니다. 예수님 세례
축일을 기점으로 시작한 연중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일상
생활에 녹아나는 시기입니다. 즉 성탄이 우리에
오신 구세주에 대한 기쁨이고, 부활이 구원의 완
전한 표징이라면, 연중은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
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상
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절망한 이에게 희망을 주고,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소외 받은 이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바로 건강한 하느님
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
모님께 나타나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성모님은 두려워 떨며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 천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성모님은 모든 것을 수긍하고 받
아들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의 2장의 첫 부분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 복음의
7 표징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 표징은 예수님
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징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원은 특별한 신비에 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
을 여지없이 부수어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
라면서 가장 인간적인 구원을 바랍니다. 이상적
인 것을 바라면서 단지 현실과 맞지 않아 불가능
한 이상이라고 뒤로 밀어버립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정체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
다. 요한 복음은 창세기의 창조를 예를 들어 예수
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말
씀이 육화 강생하시어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냅니
다. 이 사실을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고 고백함으
로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 제자
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하면서 일상에서는 그 말
씀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 용서, 화해…
이 모든 말씀에 감동하며 위안을 받지만 현실의
일상에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타
협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희생보다는 자기중심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듯이 어머니와 함
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그곳에서의 기
적이 물을 술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아무 맛이 없
는 물을 술로 바꿈으로써 혼인 잔치에 기쁨과 즐
거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바로 기적의 힘입니다.

언젠가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
는데 물이 없었는지 커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동전을 넣은 사람이 그
자판기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 동전
내놔!”

하느님의 기적은 단순히 당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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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결국 듣습니다. 결국 물
을 술로 만들어 다시 흥을 돋웁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은 마치 동전을 넣으면 먹고 싶은 커피가 나오는
커피 자판기와 같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기
적을 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원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합
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없다고 의심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당
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은 지엄하지만 결국 그 말씀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
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첫 기적
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
쇠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필
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
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
다.

결국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사랑으로 우
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
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을 믿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
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요한 2: 10) 과방
장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더 나은 포도주를 주십
니다.

성모님의 잉태는 성모님을 인간적인 고통의 원
인이 됩니다. 눈먼 이가 눈을 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잔칫집의 죽어가
는 흥을 다시 북돋운 것입니다. 손님들은 다시 흥
겹게 잔치를 즐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심드렁하거나 그 무게에 짓
눌려 지쳐 있다면 욕망과 욕심의 항아리를 비우
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러
면 더 좋은 술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적은 바로 요한 복음의 주님 공현
의 현장입니다. 공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
의 세례를 주님 공현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십
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적 정체
를 설명하고 세례자 요한의 고백으로 바로 공생
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적으로 당신
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바로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심을 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
랑입니다. 성모님은 잔칫집 분위기가 이상해짐에
따라 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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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1월)

알림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특별 헌금

초 축성

1월 27일(일) : Churches in Need

일시 : 2월 2일(토)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받은
초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3월 6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2월 24일(일)

혼인교리 강좌 안내

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거 기간 : 3월 31일(일)

미사

유아세례 부모 교육

설날 합동미사

일시 : 1월 26일(토) 8 p.m.

.

유아세례
일시 : 2월 3일(일) 1:30 p.m. 성전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비 모임

일시 : 1월 21일(월) - 1월 23일(수)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시간
장소
문의

: 1월 27일(일)
: 12:30 p.m.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 최혜숙 세실리아 (718) 344-9806

은혼식·금혼식 신청

모두 배워두면 좋은 심폐소생술
대상 : 퀸즈성당 성인 신자 –선착순 30명
교육비 : $20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1 p.m.부터
등록 : 사목회 안내데스크, 간호사회 혈압재는 곳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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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

주일학교

일요 파트타임 사무실 사원 급구
일요일 성당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윷놀이

주일학교 개학

주임 신부님배 단체대항 윷놀이 대회

개학 :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 있습니다.

주관
신청
장소
접수
문의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 성소 후원회
: 김성자 (917) 254-8540

반모임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한국학교

Flushing 2구역 1반

한국학교 2학기 개학
날짜 : 2019년 2월 9일(토)
시간 : 9 a.m.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Bayside 구역 3반

울뜨레아 본당 신년교례회

반장 : 김정옥 루시아 (917) 913-3120

Bayside 구역 4반

제3회 숨은 봉사자상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한울림 새단원 모집
성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바오로 지휘자 (646) 823-6991
실비아 대장 (347) 543-0239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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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
단체 및 회의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꾸리아 평의회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월 20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일시 : 1월 27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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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단 모임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의료선교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1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생활 상담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윤기춘, 이봉자, 정우곤

단원 모집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9:20 a.m. - 10:30 a.m.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단원 대상 : 전신자로서 40-70대까지
성실히 봉사하실 분
일시 : 매주 일요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묵주기도 100만단
1월 6일(일) - 1월12일(토)
누적 봉헌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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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4 단
총 117,934단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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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교 육

장례보험

St. Paul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광고주 모집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듀 장의사
오
제일

미술교육명문

체리 헤어

결혼정보회사 USA
대표 한응호
201-242-0505
(NY)

박종숙 데레사

213-383-2525 (LA)

718-445-9000

언제나 통화 가능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부동산

Leon E. Jamie

(516) 780 - 3047

646-753-0470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35-82 161 St. 신정갈비뒤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Cherry Hair

718-666-5751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삼 원 각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아카디아 학원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Announcements

January 20, 2019
Announcements

3rd Sunday in January

Sunday School
Scripture presents the Lord as a bridegroom delighting
in his bride: us. At Cana, Jesus, his mother and his disciples were guests at a wedding. When the couple
needed help, Jesus creatively showed his glory. The last
wine turned out to be the best. God’s Spirit shares gifts
with us for very good reasons. We receive the gifts
with joy and use them for salva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Youngho Stephano Shon (917) 742-3448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7st (Sun) Churches in Need

Infant Baptism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May 30th (Fri)
Place : Bolivia (Santa Cruz & San Antonio)
We s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internal medi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Infant Baptism Parent Education

Infant Baptism

2019 Marriage Pre Cana
Date: Sat., Feb. 2th, 2019
Time : 1:30 p.m. - 7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 and refreshment.

Video of Regional Meetings with Bishop DiMarzio and the Lay Faithful of the Diocese of Brooklyn-Queens regarding current Sex Abuse

Seeking Donation for 2019 Church Candles

The video is a compilation of a series of meetings Bishop DiMarzio had with the Lay Faithful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sex abuse, the church’s response a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Korean School
Korean School (Spring Semester)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Time : 9 a.m.

Our Church Goal : 1 Million
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Church Office Closed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Monday January 21 in
observance of Martin Luther King Jr. Day.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117,934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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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January 20, 2019

Do Whatever He Tells You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According to the gospel of John, the first miracle Jesus performed was not curing a leper, exorcising a
demon or raising someone from the dead. Rather, it was changing water into wine at a wedding in Cana
to order to save the bride and groom from embarrassment. Yet, as with most things in John’s gospel, this
very simple and human story is rich in symbolism and hidden meaning.
Superficially (and somewhat tongue-in-cheek) we can say the lesson was to never invite thirteen bachelors to a wedding, or you’re sure to run out of wine. Could it be that the Blessed Mother was simply telling Jesus, “Look, you guys have drunk enough. There’s no more wine.” That would certainly explain Jesus’ somewhat abrupt reply, “Woman, what has that to do with you and me.” Scholars point out this was
a polite way for Jesus to say, “That’s none of your business.” But the response of the Virgin Mary to this
is as simple as it is profound: “Do whatever he tells you.” These are the very last words of the Virgin
Mary to be recorded in the gospels.
But beyond that, from this biblical passage arises the Catholic practice of asking the Blessed Mother to
intercede for us. Notice, Mary doesn’t tell Jesus what to do. Instead, she tells him about the situation. As I
stated above, this was hard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In all probability, Mary was helping out with the
wedding banquet. For the wine to run out would be a big embarrassment and serious loss of face for the
bridal couple. “My hour has not yet come,” was Jesus saying it was not yet the time to reveal himself as
the Messiah and Son of God.
But Jesus takes over, instructs the servants to fill the jugs with water, and behold! not only has the water
now become wine, but a very good vintage! Let us therefore never hesitate to bring our wants and needs
to the Lord in prayer. And let’s never hesitate to enlist the help of the Virgin Mary to let Jesus know our
requests. But above all, let us always do whatever he tells us.

Universal Prayer
For holy Church: the true bride of Christ, that she be purified and rededicated to holi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eaders of society: that they listen to and act on God’s wor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men and women preparing for the sacrament of marriag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spirit of hospitality and celebration in our hom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called through death to the feast of the kingdom.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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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0, 2019 (Year C) No. 2404

9:30 A.M. MASS
Opening

538

Sing a Joyful Song

Breaking Bread

489

Offering

Breaking Bread

351
325

Communion

The Supper of the Lord
Look Beyond

Breaking Bread

Closing

All the Ends of the Earth

Breaking Bread

Feed Us, Lord

Children’s Mass

549

12:30 P.M. MASS
247

Communion

228

Closing

Opening

Jesus in the Morning

Children’s Mass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Children’s Mass

205

Children’s Mass

Ryan Kim

Angie Yang

Song Yee Kim

Timmy Sho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300

◎ proclaim his marvelous deeds to all the nations.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62:1-5 (66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4-11

Communion Antiphon

Do whatever he tell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