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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어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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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박여원 오유나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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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주일 

  우리는 지난 월요일 주님 세례 축일을 마지막으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을 묵상하는 

연중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례주기에 따라서 우

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예수님에 관한 주제가 계속

해서 변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민족들에게까지 드러나

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과 이어지는 주님 

세례 축일, 그리고 연중 제2주일에 들은 하느님 말씀

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 공현 대축일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

러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

다. 이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아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임금이시며, 대사제이

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언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선물로 예수님께

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 세례 축일에 우리는 삼위일

체 하느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모습

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

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

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

들이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

태 3,16-17 참조)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날 당신의 제

자들이 누리게 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영

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미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

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서 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

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임금이며 사제이고 예언

자로서 이 세상에 살라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

으로 오시는 것을 보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

님을 소개했던 이 표현을 우리는 미사 때 쪼개진 예

수님의 몸을 보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

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하고 대답합

니다. 

  미사 때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 보여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계약을 맺고 제사를 지내던 전통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의 백성들은 제

물을 잡아 둘로 쪼개고 그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맺는 계약

을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사 때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

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임금이며 사제이며 예언자이

신 예수님의 쪼개어진 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여 행하여라.”하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천사의 인도 안내를 받은 목동들의 인사를 통해서 그

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들의 선물을 통해서, 당신께서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

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누

구인지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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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당신의 몸을 나눠 

먹으면서,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행하기

로 다짐하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

느님의 어린양이시다.”하고 지목하는 방향이 내 시선

이 향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

침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도

록 합시다. 

  오늘 연중 제2주일을 지냅니다. 어느새 새해가 보름

이 지나갑니다. 참 빠른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나름 

새해 각오를 다지며 시작했으라 생각합니다. 새해의 

각오가 작심삼일처럼 벌써 희미해지지 않았기를 바랍

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일신우일신”입니

다. 이는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는 옛 말

입니다. 새해 벽두의 각오를 일년 내내 잃지 않고 살

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

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활화 하는 

기본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이 들려주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

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

과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 1: 29-34)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죄 씻음의 세

례가 아니라 존재적 변화의 세례입니다. 존재적 변화

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

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존재적 변화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존엄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에 맞갖은 삶이어야 합니

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

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회

개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받친 사랑입니

다. 그 보다 거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

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

다.’ (참조 요한 1서 4: 20) 즉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완고한 시각으로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려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의 편견으로 이웃을 판단하

고 심판하고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해는 우리를 지배하는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

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해도 ‘일일신 우

일신’ 하는 회개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

래서 매주 주일 서로 만나는 교우의 얼굴이 넉넉한 마

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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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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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  

 

설날 분향과 연도   

설날 떡국잔치와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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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교사피정  

 

전신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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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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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교무금 약정  

지난 2022년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당 재

정을 위하여 협조를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도 

교무금 약정을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실시하

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약정절차는 첨부된 별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본당 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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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김진배, 안규호, 김준수  

 

  

생활상담 

        공동체 소식                                                                                        2023년 1월 15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1월 22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월 22일(일)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신청 문의 : nykoreanmissionary@gmail.com 

꼬미시움 평의회   

1월 15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월 22일(일)  1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 

간호사회 정기총회  

1월 29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의 참석을 바랍니다.  

달력  

2023년 성당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연합회 신년파티  

일시 : 1월 29일(일)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1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Whitestone 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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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3년 1월 15일 

성경 통독표  

      미사 봉헌                                                                                             

경로의 날 도네이션  

사무실 휴무   

1월 16일(월)  Martin Luther King Jr. Day 관계로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초 봉헌금 

대림기간 초 봉헌금으로 모인 $1,834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r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anuary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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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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Office Closed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Jan. 16th (Mon) in ob-
servance of Martin Luther King J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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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nd (Sun)  Churches In Need  

Sunday School Teachers Retreat 
Date : Jan. 21st (Sat)  
Time : 9 a.m.—5 p.m.  
Where : Convent of St. Birgitta 
Address: 4 Runkenhage Rd. Darien, CT 06820 

Infant Baptism  
Date : Feb. 5th (Sun)  12:30 p.m.    
Location :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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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anuary 15, 2023 

  
 

 That the Church overcome its divisions and remain always united in spirit and purpose, let u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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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leaders of nations recognize the truth in the Gospel and serve their people with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live in the darkness of violence, poverty, and corruption find the light of peace, 

abundance, and long lived justice.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welcome immigrants, joyfully recognizing and valuing their gift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are travelling this weekend return home safely, especially the Sunday school teach-

ers who will go on retreat soon, we pray to the Lord. ◎ 

 That our faithful community recognize Jesus in everyone, especially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we pray to the Lord. ◎ 

 There’s an old story about a monastery in France that was having difficulties. Even though they were 
all monks vowed to live together in a prayerful community, they always seemed to be fighting amongst them-
selves. Some monks complained the food was too fancy for their simple lifestyle. Others thought it was too 
tasteless and bland. At morning and evening prayers, the older monks complained the younger ones were 
chanting too fast, while the younger monks, for their part, thought the older monks were so slow, they sounded 
like they were singing at a funeral. Things got so bad at that monastery that they stopped talking to one another 
all together unless it was to argue, or worse: gossip. The abbot of the monastery was beside himself. He con-
sidered all of them to be good monks, so he neglected to take sides. But this, in the eyes of the monks, made 
him look like a weak leader. 
 
 Then one day they had a visitor from another monastery several miles away. All the monks welcomed 
him, not only because as Christians they had an obligation to show hospitality, but more importantly, they 
jumped at the opportunity to go to confession to an outsider who wouldn’t remember who said what. So for the 
next three days, the monks lined up to confess their sins to this stranger and receive absolution and penance. 
Oddly enough, the visiting monk listened carefully to each of them, gave absolution, but gave them no word of 
encouragement or admonition. Finally, the visiting monk prepared to leave them and continue his journey. He 
stopped at the doorway and called all the monks to gather around him. Then he said, “I thank you for your hos-
pitality and honesty. I want to tell you a secret that, in fact, you taught me. Jesus lives among you in this mon-
astery. But he wears a disguise. And he changes his appearance all the time. He too thanks you for your devo-
tion.” As he walked out the door, he repeated once more, “Jesus lives among you!” Overnight the mood in the 
monastery lifted. Each monk went out of his way to help others. Best of all, they stopped complaining. Soon, 
even the local villagers returned to attend Mass and pray with the monks, and a spirit of love and peace soon 
spread around the town.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re the monks in this story, Fr. Andrew is the abbot, and 
I am the visitor. I have lived and worked among you for more than 35 years and I can tell you with certainty: 
Jesus lives among you here. Now let us live our lives as if that were true. Because it i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5, 2023 (Year A) No.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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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4, 7-8, 8-9, 10 

◎  Here am I, Lord; I come to do your will.    

○  I have waited, waited for the LORD, and he stooped toward me and heard my cry. And he put a 

new song into my mouth, a hymn to our God. ◎ 

○  Sacrifice or offering you wished not, but ears open to obedience you gave me. Holocausts or sin-

offerings you sought not; then said I, “Behold I come.” ◎ 

○  “In the written scroll it is prescribed for me, to do your will, O my God, is my delight, an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 

○  I announced your justice in the vast assembly; I did not restrain my lips, as you, O LORD, know.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49:3, 5-6 (64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1-3 

Communion Antiphon 

   

 

Now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he is the Son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