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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예물준비성가 103번  오늘 아기 예수  

영성체성가  
107번 

105번 

 천사의 찬송  

 사랑의 아기 예수  

파견성가 100번  동방의 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12시 30분 미사 

5시 미사  천태준 • 박여원 • 박지은 • 전가별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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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드디어 2022년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

들을 비추기 위해 우리 세상에 오신 “참빛”이 우리 

삶을 새해 내내 밝게 비추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맞

이합니다. (참조 요한 1: 9) 

 

 어제 2022년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

일’로 성모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여, 오늘 새해 이

틀째에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탄에 ‘참

빛”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어 동방의 세 박사들의 알현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이를 비추는 참빛으로 공현되셨음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참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비추고 있으나 아

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복음 

사가이며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안타까

움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하느님은 선

구자이며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어 준비시키셨습

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돌아갑니

다.  

 

 예언서의 말씀대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구세주 예수님은 태어나

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이러한 미천한 상황에서

의 탄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바

로 하느님의 구원의 의미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

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세

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사랑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예언서 미카의 5장에 잘 드러납니

다.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

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

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

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

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

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미카 
5: 1-2) 
 

 그리고 고을 이름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

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빵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를 지

내는 성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곳으로 

우리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

다.  

 

 우리는 우리의 베들레헴, 즉 빵이 집인 성당에서 매 

주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 즉 지체가 되어 세상

으로 나갑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비의 지체로서 하느님

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공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모든 이들

을 비추는 참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현의 표증입

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넘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하고 거룩한 

존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도 고귀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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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며, 하느님

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고, 우리 삶 자체가 

세상의 참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

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

믹으로 과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잘 버텨내며 우리의 일상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지난 한 해는 나름 

안정감이 되살아나는 한해였지만  연말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시 감염자 창궐로 우리 생활이 다시 

냉각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했

습니다.  

 

 작년 2021년을 돌아보면 희망의 한해였습니다. 

2020년 봄에 시작된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위험을 신앙의 힘

으로 서로 돕고 위로하며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어

려움을 헤쳐 나온 한해였습니다.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껏 깨달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남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월 우리만의 작은 잔치인 ‘바자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큰 잔치가 되었고 만남의 잔치가 

되었고 희망의 잔치가 되어 힘든 일상의 단비와도 

같은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체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가능했던 잔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 대

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난 행사였습니다.  

 

 이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목격하고 감동한 가

장 아름다운 장면은 매 미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남아서 우리가 앉았던 의자를 방역하는 모습입니다.  

 

 각자 알아서 누구는 소독약을 뿌리고, 그러면 또 다

른 이들은 장갑을 끼고 수건으로 소독약이 뿌려진 

의자를 닦으며 소독을 하는 일사불란한 장면을 보면

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가슴 뿌듯해하곤 했습

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 년이 넘게 이렇게 열심

히 방역에 봉사해주시는 분들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

습을 봅니다. 

 

 또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평불만 없이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미사에 참례하는 모습에서 감사와 감

동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한 배려심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사태로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

는 뉴욕주와 교구의 공문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모

든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적 봉사와 협조로 우리 모두는 미사 참

례에 안전함을 느끼고 나아가 힘든 시기에 하느님과 

함께 삶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 또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의 시작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어둡기만 합니

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은 올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거두어 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

고 힘이 되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나가면 나름의 

삶의 행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현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아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희망의 이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우리 

공동체가 우리 희망의 이유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2022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이를 위해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 참빛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거둬내어 코비드 팬데

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비추려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러므로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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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1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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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하례식  

특별헌금  

1월 9일(일)   Diocesan Mission  

1월 23일(일)   Church in Need 

첫금요일 성시간  

세례•견진자 명단 “축하합니다!” 

지난 12월 19일(일) 세례와 견진성사가 있었습니

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세례자를  

축하하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자  대부모  세례자  대부모  

성시간  

세례/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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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한국 학교  

알 림 

주일학교 개학  

매일 미사책  

2022년 새해 달력  한국학교 겨울방학 연장  

임대영 루까  $500 최보윤  $500 

$260 조재홍  $200 

이관진 엘리사벳  $200 강석구 그레고리오 $100 

전윤애 아녜스  $100 익명 총 3분  1,300 

익명 총 5분 (상품권) $490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경로의 날 행사 취소  

초 봉헌  

초 축성  

발열 측정기  

성탄 제대꽃 봉헌자 명단  

강 보나, (고) 김정호 아가다 가족, 고 말따, 김동

원 요셉, 김성숙 헬레나, 김이안 안토니오, 김정숙 

지따, 김춘옥 보나벤뚜라, 김혜경 데레사, 루시아, 

명 아가다, 박만선 마리아, 배태분 데레사, 오캐런 

미카엘라, 원종숙 아녜스, 윤 파비올라, 이 마리

아, 이 율리안나, 이문순 아녜스, 이용숙 다리아, 

이용자 율리아, 장미 젬마, 정순덕 말달레나, 최 

요한 & 카타리나 가정, 최(황)원분 테클라, 익명 3

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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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선교  

알 림 알 림 

단체 및 모임  

구역분과 사물놀이 개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전통인 사물놀이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이철선 루까 형제님과 최명순 마리아 자매님께

서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전수하고

자 합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 917) 577-2880 

연령회 연차총회 연기  

1월 8일(토) 예정이었던 연령회 연차 총회가 2월

달로 연기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영상 링크 : https://

youtu.be/LEswS9pR9-E 

부고   

2021년 11월 1일(수)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의 부고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두칠 아브라함 (11월 1일) 

김정자 사라  (11월 4일) 

이강직 시몬 (11월 9일)  

최장식 가스팔 (11월 11일) 

김정호 아가다 (11월 19일) 

임상순 야고보 (11월 28일) 

천(박)경희 말따마리아 (12월 6일) 

이(박)순옥 루시아 (12월 9일) 

이(정)근희 세레나 (12월 11일) 

요셉회 월례회 취소  

1월 11일(화)  월례회가 취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및 신년하례 연기   

1월 4일(화)  예정이였던 월례회 및 신년하례가   

2 월 달로 연기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메주 주문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로사리오 판매대  

1월 2일(오늘) 로사리오 판매대는 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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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생활상담소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1월 2일 

생활상담소 상담 

1월 9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특별 헌금  

Cho, Franklin $1,5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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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all who believe the good news of the birth 

of Jesus: that they bring his light into the 

world’s darknes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aceful nations and genuine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and just laws; for selfless 

commitment and farsighted vision. We pray to 

the Lord. ◎  

 For young people, especially those most in 

need, that they may find true support in those 

who love them and accept God’s call to a full 

and happy life. Lord, hear our prayer. We preay 

to the Lord. ◎ 

 For all in danger of hurting the planet: that 

they be mindful of earth’s fragility. Lord, hear 

our prayer.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anuary 2, 2022 

1st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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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pecial Collec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Closing for New Year 

New Year Calendar  
The 2022 calendar has arrived. Please take one to 
each household.

2022 13th Bolivia Mission  

Collection  

The Epiphany of the Lord  
 

Seeking Donation fo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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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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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Epiphany of The  Lord                                                                                                           January 2, 2021 (Year C) No. 2561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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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ading  

    
   Ephesians 3:2-3a, 5-6 

Communion Antiphon 

   We have seen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with gifts to ador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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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Your Guiding Star  

< The Epiphany of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Today we celebrate the manifestation of Jesus to the non-Jewish world, represented by three Magi, who 
were Zoroastrian priests from Persia. Last week we heard Luke's gospel when the birth of Christ was re-
vealed to shepherds. Shepherds were not only poor, because they couldn't stop working on the Sabbath 
(Saturday), they were considered societal outcasts (and they probably smelled funny.) Today we hear Mat-
thew's gospel telling how the Messiah (king) of the Jews was first revealed to Gentiles (non-Jews) who 
were not only foreigners but practiced a pagan religion with superstitious beliefs (in this case, star gazing 
or astrology.) The foreign Magi knelt to worship this newborn king of the Jews, while King Herod wanted 
to kill him. 
 
   There are many lessons in today's gospel. One shocking one is that belonging to the "right" religion 
doesn't guarantee you'll find God. Indeed, with the Magi, having the right attitude, an open mind and 
pure heart seem more important. The gifts the Magi offer show they recognize this baby as a king, both 
human and divine. Then there's the star that guided the wisemen from Persia across foreign lands till they 
found him in Bethlehem. What does this have to teach us today? We are all looking for God, which is to 
say we are looking for meaning, holiness and purpose in our lives. Each of us needs a guiding star to show 
us the way to fullness of life in Christ. It could be your daily prayer, Bible study, or helping people in need. 
The point is never to get discouraged when God seems far from you. Even our searching for God is part 
of the process. Keeping an open mind and pure heart will surely help us recognize God in our midst. Fol-
low your star!  

Rise up in splendor, Jerusalem! Your light has 
come, the glory of the Lord shines upon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