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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34번  산상 교훈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70번 

197번 

 자애로운 예수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4번  주께 찬양드리세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이미첼 박여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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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바오로 부제  

연중 제4주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옛날에 어떤 부자가 부인을 사별하고 하나밖에 없

는 외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와서 

집안일을 하고 어린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이 아들도 스무살이 되자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

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는 그 후에 연로한 노인이 되어 많은 재산

을 물려줄 자손이나 친지도 없었기에 그의 재산은 나

라에서 공매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모여들었는데 이를 보고 연로해진 가정부

도 경매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손길로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

를 잃은 슬픔을 너무나 잊을 수 없었기에 갔던 것이

었습니다. 그녀는 경매에 나온 많은 물건들을 살펴보

던 가운데 부자의 어린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였습니

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진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키운 그 아이를 너무나 사

랑했기에 그 사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집에 와서 사진 액자를 손질하려고 

사진틀의 뒷부분 칸막이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편지

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

인가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기에 편지를 변호사

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읽은 다음 그녀

에게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내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처럼 내 아들의 사

진까지 사는 분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주십시오”입니

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

의 평화”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행복을 주시는 진복

팔단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

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5:3)”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겠

습니까? 오늘 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말씀하십

니다. 평화는 평화를 위해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노력

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

다”하고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보도를 하자 우

리는 정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

다. 분명히 어느 쪽에서 경계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에

게 총격과 폭탄을 투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에 우리는 우방의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실정에서 하느

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국민들과 두 나라를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호소를 듣게 되면 도

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인 쌍방이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정신으로 평화의 합의를 달성 

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처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지

상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

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새해를 두 번 맞았

습니다. 양력 새해와 음력 새해. 양력 새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과 각오를 다지게 했다면, 음력은 

우리의 뿌리와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새해였습니다.  
 

  지난 주일 음력 새해인 설날을 지내며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는 예수

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공동체 사랑이 싹트는 현장이

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주

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떡국을 함께 나누며 식구의 정

을 나누고, 윷놀이와 공기 그리고 제기차기 대회를 통

해 흥겨운 잔치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해 내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공동체를 통해 흥겹고 행복하

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수고해주

신 각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500여 명이 넘는 식구들

이 떡국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놀이를 함께 즐기며 지

르던 함성과 아쉬움의 한탄은 아름다운 노랫가락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식구임을 다시 깨달았

습니다. 
 

  오늘 올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익숙해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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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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에 더욱 강해진 믿음으로 매일이 새해처럼 희망이 

가득한 날로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본당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며 바치는 묵주기

도 속에서 우리의 한 가족으로서 행복을 위한 염원과 

우리 공동체 가족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안에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해질 것

입니다.  
 

  묵주 한 알 한 알에 부르는 성모송에서 우리는 성모

님의 강한 믿음과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빌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에서 나도 남들을 위해 기도해주

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나만을 위해 청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청원하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

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

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50주년 맞이 백만 단 

묵주기도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

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

공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이를 믿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권

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짧은 찰나의 

기쁨을 줄 뿐이며 더 큰 배고픔과 불안을 자져다줄 뿐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의 말

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

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플 때 위

로받고 행복해집니다. 배고플 때 빵을 나누어 주는 사

람이 있어 행복할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

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이유가 된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

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한 단의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내 가

족의 삶을 바꾸며 나아가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서 커다

란 겨자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모여들어 둥지를 

틀 듯,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둥지

를 틀고 주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누고 배려하는 우리는 행

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

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그렇게 올 한 

해 내내 우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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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연중 제4주일  

다섯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2월 5일(일) Black and Indian Missions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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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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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성소자 모임(Project Andrew)   

대상 : 9학년 – 12학년 남학생  

일시 : 1월 29일(오늘)  4 p.m. – 6 p.m. 

장소 : St. Mel RC Church  

주소 : 26-15 154th Street, Flushing, NY 

주교님과 저녁기도와 식사를 함께하며 사제성소

에 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바랍니다.  

첫금요일 신심행사  

 

유니온 널싱홈 미사   

 

봉성체  

 

성전 출입제한  

2월 2일(목) 10a.m.부터 성전 출입을 금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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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신청 문의 : nykoreanmissionary@gmail.com 

어머니 연합회 신년파티  

일시 : 1월 29일(오늘)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티켓 : $40) 

문의 : 이영경 마르티나 (718) 702-7715 

어머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3차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월 12(일)  
 

첫영성체 자모 첫모임  

2월 19일(일)  11:30 a.m.   장소 : 교육관  

한국 학교 개학  날짜 : 2월 4일(토) 

 강석구, 장택규, 최재호, 차진경  

 

  

생활 상담소  

2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간호사회 정기총회  

1월 29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의 참석을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1월 29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령회 연차총회   

일시 : 2월 4일(토)   12 p.m.   (장소 : 삼원각)   

요셉회 성당주변 청소   

볼리비아 의료선교 후원   

신정애 마리아와 신현식 요셉 $500 후원하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성경통독 후기모집  

 

Youth Orchestra단원 모집  

 

2023 울뜨레야 신년교례회  

일시 : 2월 12일(일)  6 p.m. 성당 친교실  

꾸르실리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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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Flushing 2구역 Astoria반  

Bayside 구역 4반   

미사 봉헌                                                                                                   

Flushing 2구역 3반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1월 15일(일) - 1월 21일(토)  19,35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5,496 단  

Flushing 2구역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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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urgy Workshop (Mandatory) for New Students 

The Liturgy workshop is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

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

urgy workshop in 2022. Lunch will be served 

Date of Workshop: Sunday, February 26 th 2023     

APPLICATION DUE: Sunday, February 19 th 2023 

Start Time: 11:30 am* (After Sunday School)         

End Time: 3pm* (Estimated time)                       

Place: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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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the mass,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Please pick up candles after mass. 

2023 14th Bolivia Mission 

2023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Special Collection  
Feb. 5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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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ant Baptism at Church 
Date : Feb. 5th (Sun)  12:30 p.m.    
Parents please come 20 minutes earlier for preparation. 

Sunday School Spring Semester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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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st (Sat) is 
45,496 decades.  
Jan. 15th (Sun) — Jan. 21st (Sat) : 19,353 decades 

Project Andrew  
Project Andrew is an opportunity for high school stu-
dents to learn more about the priesthood. Join Bishop 
Brennan, priests, and seminarians from the Diocese of 
Brooklyn with Vocation Director, Fr. Chris Bethge, for 
Sunday evening prayer, dinner, and conversation.  
Date : Jan. 29th (Today)       
Time : 4 p.m.—6 p.m.  
Where : St. Mel RC Church   
Address : 26-15 154th Street, Flushing, NY 

Recruitment for Church Youth Orchestra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the church youth orches-
tra please contact: 
Director Agnes Kim (917) 566-9094 or  
              Kathie Oh (646) 27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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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anuary 29, 2023 

  
 
 

 For Pope Francis and Church leaders: may they always remain open to the divin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rulers and legislators: may they be inspired by the beatitudes to serve the poor and the 

voiceles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poor people around us, especially those whom are homeless or mentally ill, soon enjoy a life 

of dignity and abundant blessing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fight for justice and peace: may they maintain hope in difficult time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seriously take their calling to help build the reign of God every-

where they go through their good deeds and kind words, let us pray to the Lord. ◎ 

 Several weeks ago I gave a homily about how a monastery of monks was spiritually renewed 
when a visitor shared his observation that Christ lived among them--but in disguise. Remember? Well 
much to my surprise last Sunday I actually saw Christ among us in no less than four different people. I 
won't mention their names for two reasons: one, I don't want to embarrass them or make them self-
conscious or worse, make them proud. And two, of the four people, I only know two of their names. 
This week as I was preparing today's homily, I read today's readings. In the first reading from the 
Prophet Zephaniah, we hear that those among us who are humble and fulfill God's laws will help pro-
tect our community in time of trouble. The Responsorial Psalm celebrates the blessings of God work-
ing through our acts of kindness. In the second reading, St. Paul reveals that you have a calling in 
Christ to show mercy, especially to the poor. And the gospel reminds us of the Beatitudes, that mercy, 
healing, compassion and kindness is God blessing the world through our actions. 
 
 So who were the four people who revealed Christ among us last week? Did you see the poor 
woman asking for help outside our church last week? I saw one person go out of his way to give her a 
donation. Another person took the time to make her feel welcome in our church. A third person, one 
of the women who cooked our delicious Dduk Gook, prepared a container of soup for the woman to 
take home with her. You should have seen the gratitude and smile on the woman's face. So, who was 
the fourth? I believe that was that poor woman herself. Through her Christ tested us to see if we were 
putting the gospel into practice. To all of you who saw someone in need and helped, maybe not then 
and there but elsewhere last week, thank you. You prove that Christ is truly alive in St Paul Chong Ha
-Sang Catholic Church. And that gives me more joy than ever to announce that Christ STILL walks 
among us. When you get home today, reread the gospel we just heard and consider: Jesus is talking 
among you.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9, 2023 (Year A) No.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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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46:6c-7,8-9a,9bc-10 

◎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  The LORD keeps faith forever, secures justice for the oppressed, gives food to the hungry. The 

LORD sets captives free. ◎ 

○  The LORD gives sight to the blind; the LORD raises up those who were bowed down; The LORD 

loves the just; the LORD protects strangers. ◎ 

○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the LORD sustains, but the way of the wicked he thwarts. The 

LORD shall reign forever; your God, O Zion, through all generations. Alleluia.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Zephaniah 2:3; 3:12-13 (70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6-31 

Communion Antiphon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