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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481번  요르단 강에서  

예물준비성가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영성체성가  
102번 

156번 

 어서 가 경배하세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12시 30분 미사 

5시 미사  김남효 천태준 나지나 전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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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의 세례를 받으

시며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

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가 3,22) 라고 하느님

께서 선포 하시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들었습니

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구절은 예수

님께서 탄생 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

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찬미가의 한 구

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

들에게 평화.“(루가 2,14) 

  천사들은 찬미가를 부르며 하느님 마음에 드

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 해 주었습니다. 그

리고 오늘 복음에서 루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나오실 때 바로 이분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

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충실한 생활과 삶

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의 주인임을 루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

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사제나 부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머

리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죄를 씻어 

주시는 은총을 주시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

아갈 수 있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이 전능

하신 천주 성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

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시고 부

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믿어야 합

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느님을 믿

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

을 믿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

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믿

음입니다. 

  세례 때 고백한 신앙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에 초대해 주

시고 충실히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평

화를 내려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이웃들을 주

님의 평화로 인도하게 은총을 주십사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며 연중의 시작인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

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복음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

의 구세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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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박사의 알현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기념하는 공현 대축일과 일맥상통하는 축일입니

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

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루카 3: 16)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나듯이 세례자 요한의 세

례 예식과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

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의미가 부각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으

로 주시는 것으로 죄의 사함과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

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3: 22) 우리도 우리의 세례를 통해 이

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사랑

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우리

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2022년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전할 수 있

을까 기도하며 고뇌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느

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 자긍

심과 자신감입니다. 이는 자만이나 오만과 대립되

는 말로 이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가

능성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

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중 폭풍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

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을 본 듯 놀라는 제자들에

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 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

요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기 보다 겸손히 서로 

배려하며 고통을 위로하고 고난을 극복하여 무

사히 건너편 포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도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며 시작하

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굳은 믿음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

과 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하

느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미사 참례 때 천 마스크가 

아닌 KF94 또는 N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성가나 응송은 소

리를 내어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해주시고, 평화의 

인사 때에도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없이 서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무증상자 무척 많습니다. 이는 부스터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부스터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맞으시고 코로나 테스트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

니다.(약국에서도 테스트 시약을 판매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1월16일에 코로나 테스

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며 기쁨이 가득한 한해를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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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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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iocesan Mission  

1월 23일(일)   Church in Need 

매일 미사책  

2022년 새해 달력  

경로의 날 행사 취소  

봉성체 취소  

유니온 널싱홈 미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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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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조배  

알 림 

사물놀이 

성체조배 안내 

평일 성체조배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구역분과 사물놀이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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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개학  

한국학교 겨울방학 연장  

초 봉헌  

초 축성  

발열 측정기  

설날 합동 미사  

설날 위령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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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단체 및 모임  

선교 

코비드19 검사  

연령회 월례회 연기   

연령회 월례회가 2월달로 연기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영상 링크 : https://

youtu.be/LEswS9pR9-E 

요셉회 월례회 취소  

1월 11일(화)  월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및 신년하례 연기   

월례회 및 신년하례가 2 월 달로 연기되었습니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메주 주문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안나회 월례회 취소  

1월 11일(화)  월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회 월례회 취소  

1월달 베드로회 월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1월달 어머니연합회 월례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취소 

1월달 로사리오회 월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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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1월 9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제대촛대 봉헌  

유숙경 수산나 자매님께서 제대촛대를 봉헌하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김수정 세실리아  $500 백종숙 마리아  $100 

익명 총 1분 (상품권) $ 40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건축기금 도네이션  

이애자 로사리아 자매님께서 $1,000 건축기금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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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Church to be like her Lord, the Be-

loved of the Father: that his favor may always 

rest upon her, and his Spirit overshadow her 

with truth and power,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entrusted with the work of the gov-

ernment: that they may serve the cause of right, 

and strive to establish true justice on earth, let 

us pray to the Lord.◎ 

 For those who have become lukewarm in their 

faith: that the Spirit given in their baptism will 

rekindle faith and love in their hear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affected by the new surge of 

COVID-19 and ill health, especially the essen-

tial workers: that the Spirit watch over them 

and give them what they need most to help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departed whose memory we recall: that 

the power of God’s grace may bring them to 

the fullness of glory.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anuary 9, 2022 

2n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11 

COVID-19 Test  

Special Collec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Winter Break

2022 13th Bolivia Mission  

The Bap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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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tism of The  Lord                                                                                                           January 9, 2021 (Year C) No. 2562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40:1-5, 9-11 (21C) 

Second Reading  

    
   Titus 2:11-14; 3:4-7 

Communion Antiphon 

   Behold the One of whom John said: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Psalm 104:1b-2,3-4, 24-25, 27-28, 29-30 

Now The Work Of Christmas Begins  

< The Baptism of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So, Christmas is over, what do we do now? All our 
trees are down and decorations put away for another 
year. If there were holiday parties in this third year of 
the pandemic, surely by now all the dishes and plates 
are washed and silverware and glasses put away. 
Gifts are all unwrapped, some enjoyed, some re-
turned, some regifted. The holidays are over. Winter 
is just starting. And Covid isn't going away anytime 
soon. We can't hide our doubts and fears behind 
Christmas carols anymore. So now what?  
 
  Almost 100 years ago, an African American minis-
ter wrote this poem: 
 

The work of Christmas  
By Howard Thurman  

 
When the song of the angels is stilled, 

when the star in the sky is gone, 
when the kings and princes are home, 

when the shepherds are back with their flocks, 
the work of Christmas begins: 

to find the lost, 
to heal the broken, 
to feed the hungry, 

to release the prisoner, 
to rebuild the nations, 

to bring peace among the people, 
to make music in the heart.  

 
  For Rev. Thurman, these are more than words. He 
put his faith into practice. The grandson of slaves, he 
influenced Rev. Martin Luther King and Rev. Jesse 
Jackson as well as Mahatma Gandhi. We can say this 
unknown Christian has influenced the world in great 
ways by simply putting his faith into action. Today's 
feast points us to Jesus, who had no sin yet submitted 
for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River. By this pub-
lic act, Jesus showed that God is not only with us, but 
God is for us. We, in turn, must go out and be with 
and for others. If we changed just one person's heart 
and made them realize how much God loves them, 
we too can change the world. We only need to 
change one person, and that one person is oursel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