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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74번 

163번 

 사랑의 신비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박여원 오유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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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을 지내며 민속 명절인 ‘설날’

입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지내니 우리의 부활절처럼 

매년 그 날짜가 바뀌는데 올해는 공교롭게 주일에 지

내게 됩니다.  

 

  양력 새해가 지난 지 22일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 기도를 미사 후에 지내

고, 특히 주일 11시 미사 중에는 분향이 있습니다. 주

님께 향을 올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조상님

들도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며 걱

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어려움을 다 떨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과 새롭게 시작하기에 이번에도 무탈

하게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지난 1월 1일 천상의 성모 마리아 축

일과 함께 시작한 2023년의 기대와 꿈이 아직 사그라

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새해 준비를 못 한 분들은 오

늘 토끼해의 시작으로 새로운 꿈을 꿔도 좋을 듯합니

다.  

 

  그래서 우리 본당도 오늘 설날을 지냅니다. 미사 때 

뿐만 아니라 11시 미사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서 윷놀

이와 공기 놀이 그리고 재기차기가 있습니다.  

 

  매년 설날 행사로 하는 윷놀이는 사실 가정에서 식

구들끼리 모여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각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시간을 보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

다. 그렇기에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면 한두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스톱과 달이 

윷놀이는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가족이 가족인 것은 피를 나누고 경제 공동체로 아이

들의 사회적 성공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과 용기의 원천입니

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

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4장의 말씀인데, 세례자 요

한이 헤로데 왕의 명으로 체포가 되면서 예수님은 고

향 나사렛을 떠나 갈리레아 호숫가의 카파르나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모아,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

성은 이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마태 4: 17) 

 

  카파르나움에 거처를 정하시고 처음으로 부른 제자

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로, 호수에 고기잡이

로 생업을 삼는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

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4: 19)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대

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

다. 그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아처럼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 22)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

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세례자 요한의 체

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 기점이 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예수님

이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 제자

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혼자 하

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그 구원에 인류가 동

참하길 바라시어 당신의 외 아드님을 사람으로 보내

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자들을 구하

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욱 감탄스

러운 부분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이들이 주저 없이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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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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

랐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

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

올립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

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

다.” (마태오 10: 34-36)  이렇게 듣기에도 섬뜩한 말씀

을 들으며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파

악하면 오히려 믿음의 순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

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극단적으

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사고가 생겨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때, 부모가 아이들보다 먼저 호흡기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호흡기 착용을 도와주

라 합니다. 우리네 생각으로는 어린이들 먼저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을 먼저 해주는 사이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의 

다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제일 보

호자는 부모이기에 부모가 안전해야 아이들을 안전하

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내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

다.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

느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

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아직 새해의 희망 사항을 만들지 못한 분들도 오늘 곰

곰이 생각하여 올 계묘년 한 해의 꿈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1번으로 

삼고 따르려는 결심이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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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유아세례 부모교육  

 

연중 제3주일  

넷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1월 22일(오늘) Churches In Need 

2월 5일(일) Black and Indian Missions   

유아세례  

 

제대초 봉헌자 명단  

안나회, 강일선 데레사, 강혜선 보나, 김길우 예

비자, 김영란 마리아, 김예진 레지나, 박상효 베

드로, 배태분 데레사, 신태경 프란체스카, 윤 엘

리사벳, 이영숙 다리아, 정수정 아녜스, 정춘홍 

야고보, 익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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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분향과 연도   

설날 떡국잔치와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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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재정위원>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2월 22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

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

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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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월 22일(오늘)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신청 문의 : nykoreanmissiona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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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  

2023년 성당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3차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  

전신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올해는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입니다. 1월 1일(일)부터 우리본당에 50년

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및 새 시대를 봉

헌하는 지향으로 묵주기도 100만단을 바치

기로 하였습니다. 전신자 모두가 매일 묵주기

도 5단씩을 봉헌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

니다. 개인 및 단체장용 기도봉헌쪽지와 수거

함이 성전입구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

다.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월 12(일)  
 

첫영성체 자모 첫모임  

일시 : 2월 19일(일)  11:30 a.m.  

장소 : 교육관  

한국 학교 개학  

날짜 : 2월 4일(토)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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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김진배, 안규호, 김준수  

 

  

우리의 정성  

생활상담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1월 1일(일) - 1월 7일(토) 10,828 단  

15,315 단  1월 8일(일) - 1월 14일(토)  

누적 봉헌 단수  총 26,143 단  

        공동체 소식                                                                                        2023년 1월 22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1월 2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성경 통독표  

Bayside 구역 4반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월 22일(일)  1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 

Whitestone 구역 1반   

간호사회 정기총회  

1월 29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의 참석을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1월 29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구정 잔치 관계로 기도모임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연합회 신년파티  

일시 : 1월 29일(일)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티켓 : $40 

문의 : 이영경 마르티나 (718) 702-7715 

어머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Flushing 1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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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1월 22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th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anuary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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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 Jan. 28th (Sat)  5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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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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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Churches In Need  
Feb. 5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s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19th.  

Infant Baptism  
Date : Feb. 5th (Sun)  12:30 p.m.    
Location : Church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d on Feb. 12th (Sun).      

Parents Meeting for First Communion  
Date and Time : Feb. 12th (Sun)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First Day of Korean School   
Date : Feb. 4th (Sat)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an. 14th (Sat) is 
26,143 decades.  
Jan. 1st (Sun) — Jan. 7th (Sat) : 10,828 decades 
Jan. 8th (Sun) — Jan. 14th (Sat) : 15,315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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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anuary 22, 2023 

  
 
 

 That the Church continue to reveal to all the merciful and loving face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in authority remember to treat their fellow citizens and employees justly and be mindful 
of their dignity, especially in those countries where civil liberties are suppresse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people who are still struggling for their rightful human independence soon achieve it without 

bloodshe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come here will be nourished by this Banquet of Love, and be mindful that Christ is 

calling us to holiness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Today’s scripture at Mass talks about light and darkness. In the Bible, light is often a symbol of 
one’s knowledge of God. Conversely, darkness symbolizes one’s ignorance of God. We see this from 
the very first book in the Bible,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The very first thing God created was 
light. This wasn’t to let God see what God was creating. Rather it’s a poetic way of saying ALL CRE-
ATION exists, indeed, the purpose of Creation, is to reveal God. Creation’s job is to reflect God’s glo-
ry, majesty, power yes, but also God’s loving kindness and mercy. And we humans a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e first reading from the prophet Isaiah declares “the people who did 
not know God have in fact been visited by God. Jesus fulfilled this prophecy went he went to live in 
Capernaum, a Gentile (that is, a non Jewish city) which also fulfilled Isaiah’s prophecy that “the peo-
ple who liv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Have you noticed there are two kinds of plants: those that are attracted to the light (most flow-
ers and trees), and those which grow away from the light (like ivy, ferns and moss)? There are animals 
that come out at night (cockroaches, bats, and owls), and those that go towards the light (moths, fish 
and birds). And, if we are honest, we must admit there are also two kinds of people: those who are 
drawn to the light of God, and those who turn away 
from God because the light of God reveals not only 
who God is, but also who we are. Let’s face it, light 
and dark exist in each one of us. We are capable of 
doing wonderful things, but also of doing terrible 
things. Let us walk as children of the light. Let our 
words and actions, our relationships and our lives 
reflect the light of Christ to all people everywher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2, 2023 (Year A) No.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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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4,13-14 

◎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ould I fear? The LORD is my life’s refuge; of 

whom should I be afraid? ◎ 

○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 seek;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hat I may gaze on the loveliness of the LORD and contemplate his temple.  ◎ 

○  I believe that I shall see the bounty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Wait for the LORD with 

courage; be stouthearted, and wait for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8:23-9:3 (67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10-13, 17 

Communion Antiphon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