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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봉 벨라도 신부  

주님 공현 대축일  

  오늘은 성탄절의 마지막 축일인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니다.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사건이 있었던 날 입니다. 그래서 이날

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세상에 알

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벌써 동방에서는 

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뜬 밝은 별을 보고, 이것이 다

윗의 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먼 곳에서 그 별의 주

인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빌론에서 시작

하여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합

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 왕에게로부터 다윗의 후

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길

을 떠납니다. 다윗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

하며 별의 주인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찾고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별의 주

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들이 없었는데, 동방의 이방

인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우연히 별을 보고 호기심에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박사 세 사람이 다윗의 별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완성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

살렘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나면 모든 민족들이 그 빛

으로 모여들어 황금과 유향을 가져와 바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편 72장을 쓰

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라.” 예언

을 하면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

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오늘 화답송은 노

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60장과 시편 72장에서 읽어 

본 것과 같이 동방의 세 박사, “세 왕“들이 다윗의 별

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

서를 완성하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별에 대한 예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을까요?  민수기 24장을 보면 모압에 있던 이방인 예

언자 발라암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왕의 명을 받

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드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발라암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수하기보다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모습

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

스라엘에게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

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

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름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민수 24, 17-19). 

 

  이처럼 야곱, 즉 다윗의 별에 관해서 민수기에

서 이 방인 예언자 발라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 박

사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예언서의 말씀

이 완성되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구

세주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 공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이방인들

도 주 한분이신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독생성자 예

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완성이 되는 일 이였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의 독서와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

을 묵상해 봅니다. 아마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매 

주일 미사 드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 한번 

쓰기는 하지만, 우리 가톨릭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뜻

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의 뜻도 이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세상 어디서나 그 어느 누구든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드리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종교입

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편 된 교회라고 주일 

미사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편된 교회는 하느님

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닌가 묵상해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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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들
이 있었을 것이고, 각자의 희망과 열망이 있었을 것입
니다. 아직 뭐라고 말할 때는 아니지만 어느새 새해라
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에 머무르면 생각으로 끝납니
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입니
다.  
 
 사실 희망을 갖고 그를 이루기 위해 실천한다고 언제
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꿈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은 아프겠지만 후회는 남
지 않습니다. 아픔은 치유되지만 후회는 그렇지 않습
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꿈만 
꾸고 있거나, 아니면 꿈을 꿔도 이루지 못할 것을 두
려워해서 꿈조차 꾸지 않는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입
니다. 이들은 마치 주님께서 주신 한 탈렌트를 잃을까 
봐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숨겨놓은 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탈렌트마저 주님께 빼앗겨버립니다. 아
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무엇인가 대한 꿈을 꾸고 그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시 저물고 주님의 탄생의 시기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행복하
겠고, 혹시 그렇지 않아도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
하면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
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주
님의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실패한 일을 비난하지 않
고 용기를 돋구워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하
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의 깊은 믿음
이 세상의 구세주를 세상에 오실 수 있게 하였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잊게 되는 것입
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 그리스도의 존재
를 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아

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여도 마음이 
따르지 못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면서 동방박사들이 확
인해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성모님에게 당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줍니다. 한밤중 
양들을 지키던 목자가 천사에게 들은 메시아의 탄생
을 두 번째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성모님의 굳은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의 굳은 믿음으로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바탕을 마
련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성모님의 
굳음 믿음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제일 먼저 성모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세상적 계산
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
로 이끕니다. 반면에 세상적 계산은 당장의 기쁨을 주
지만 궁극적으로 공허와 허무의 현실로 이끕니다. 세
상적 계산은 행복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
프게 만듭니다. 세상적 계산은 만족이 아니라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끝없는 배고픔이 이유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동방 박사가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삶
의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언뜻 세상적으로 고통스럽
고 바보스럽지만 궁극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알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
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
로 고통이 수반되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없
습니다,  
 

 올 한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께서 함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
다. 임마뉴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불
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
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
리 공동체 이웃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지치거나 절
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
니기 때문입니다. 좌절보다는 희망이 앞서고, 포기보
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좌절하지 않고 희망에 가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
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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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공현 대축일  

둘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민자의 주님, 

     먼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973년 봄, 

     뉴욕 퀸즈에서 첫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오십 여년을 저희와 함께 계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분란의 시기에 저희 모두를 감싸 안으셨으며, 

     어둠속을 걸을 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 

 

   이 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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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성경 통독표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목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2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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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 날 행사  1월 10일(화)   
 

봉성체  1월 13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설날 분향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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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선교  

알 림 

로사리오회 메주주문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월 8일(오늘)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전신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안나회 만두 만들기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신청 문의 : nykoreanmissionary@gmail.com 

2023년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로사리오회 강정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Home made 강정을 판매합니

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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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3년 1월 8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1월 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요셉회 월례회  

일시 : 1월 10일(화)   10 a.m. 미사 후 10:50 a.m.     

.  

로사리오회 월례회  

1월 8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성제회 새임원진  

회장  김동수 야고보 부회장  박정원 베드로 

총무  강진신 바오로  회계  강재정 데레사  

성제회 월례회  

1월 8일(오늘)   9:30 a.m.    장소 : 친교실  

부고   

2022년 9월 1일(목)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의 부고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언보 루시아 (9월 9일) 

김경립 베드로 (9월 18일) 

김화순 글라라 (9월 19일) 

이승호 아오스딩 (10월 23일) 

하태임 레지나 (10월 26일) 

박(최)병란 안나 (10월 29일) 

이경숙 안나 (11월 3일) 

조정연 비오 (11월 11일) 

정태강 모니카 (11월 16일) 

우종삼 요셉 (12월 4일) 

오흥택 스테파노 (12월 26일) 

김순환 루시아 (12월 31일)  

베드로회 새임원진  

회장  남승욱 라우렌시오 부회장  박재환 베드로 

총무  강석구 그레고리오 회계  박병수 레오 

기획 김정렬 요셉 교육  김영진 빅토리아노 

친교  한응호 토마스 봉사  김창호 모세 

체육  김진성 안드레아   

특별헌금  

성제회 $100, 성시회 $1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회 월례회  

1월 10일(화)   10 a.m.    장소 : 친교실  

효주회 월례회  

1월 8일(오늘)   12:30 p.m.   장소 :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1월 15일(일)   2 p.m.    장소 :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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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미사 봉헌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7반   

Bayside 구역 5반   

Whitestone 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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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ry  Prayers 

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 June 1st (Thu)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2023 Calendar Distribution  
New Year’s Calendar has arrived. Please pick up 2023 
calendar at the church office after mass.  

Prayer Intention:               

To thank Mother Mary for all the graces she bestowed 

on our church for the past 50 years. We also would like 

for her to continue to guide and watch over us as we 

grow.  

How to pray :  
1. Weekday Mass - 5th decade of the Rosary (before 

mass) 
2. Sunday Mass - 1st decade of Rosary Pray (before 

all Sunday masses) 
3. Individuals, organizations groups - Full Rosary 

(Apostle’s creed, Our Father, 3 Hail Mary’s, Glory 
Be; 5 decades and Hail Holy Queen) 

 
Collection for Tally of Decades :  

Seeking Donation for 2023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Date : Feb. 2nd (Thu)  7 a.m. mass 

Before the mass start,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After mass, you may pick up your candles.  

2023 14th Bolivia Mission 

2023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Special Collection  
Jan. 8th (Today)  Diocesan Mission   
Jan. 22nd (Sun)  Churche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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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Epiphany Of The Lord 

Weekly Homily                                                                                                                                                           January 8, 2023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who know Jesus only as the just Lord who coming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that we know that there is no greater compassion found than in his judgemen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see Jesus solely as kindly, loving friend: that we may recognize the uncompromising 

demands which his friendship makes on u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see Jesus not only as the child worshipped by the Magi, but also as our Savior, abandoned 

and dying on Calvary, and risen from the dea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cannot believe in Jesus because they know him only through the caricatures present-
ed by his enemies and sometimes by his friends: May they come to know him as he i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word of God may dwell in our families: we pray to the Lord. ◎ 

 Following a star in the East, the arrival of three Magi (astrologers) at the house of Mary, Joseph 
and Baby Jesus completes our Christmas picture. Whereas the shepherds, representing the poor and 
the outcast, went to Bethlehem at the news from the angels, the Magi, from Persia, represent foreign-
ers and Gentiles. That is, us! Thus the name that celebrates today's feast is "Epiphany" (manifestation 
or revelation), when the newborn Savior is revealed not just to Jews but to all peoples. 
 
 The Magi were astrologers. That is, stargazers, who looked to the heavens for messages from 
God. The Gospel of Matthew tells us they followed a star. Modern astronomers claim that three times 
between 6 BC and 4 BC, the planet Jupiter aligned with Saturn in the constellation Pisces. Jupiter, 
named after the top god, represents kings. Saturday, which gives its name to Saturday, rules the Jews 
(who worship on Saturday). And Pisces, a water sign, symbolizes birth. Therefore, to the Magi, the 
heavens indeed declared there was a newborn king of the Jews! In their innocence, the Magi went to 
Herod assuming his wife had born a son. The paranoid king feared a rival king would take his place 
and so ordered the massacre of the babies of Bethlehem. Sometimes our best intentions have unfortu-
nate or even tragic consequences. But that should never stop us from following the star God sends 
each of us to seek and find our purpose in life and bravely become the person God wants us to b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Epiphany Of The Lord                                                                                                          January 8, 2023 (Year A) No. 2615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72:1-2,7-8,10-11,12-13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  O God, with your judge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ement. ◎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  The kings of Tarshish and the Isles shall offer gifts; the kings of Arabia and Seba shall bring    

tribute. All kings shall pay him homage, all nations shall serve him. ◎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0:1-6 (20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3:2-3a, 5-6 

Communion Antiph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