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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르단에서 세례자 요한에
게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 없으
신 주님께서 앞으로 세례를 받을 우리를 위해서
물을 축복해 주시는 은총의 날 이기도 합니다.

1845년 8월 9일 프랑스 태생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
모를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많았던 것처럼, 알프레드의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2살 때 폐결핵으
로 사망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르단에서 나
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
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친척에게 맡겨진 알프레드는 태어날 때부터 약
한 몸이였지만 친척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여
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무거운 기계를 작
동 하기 위해 힘을 필요로 했던 그 당시, 알프레
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여기 저기 떠돌
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모님께서 물

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
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
님께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
님과의 사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
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아끼시고 사랑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
기하는 잘 지내시는 관계입니다.

려주신 소중한 한 가지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것은 요셉 성인께 대한 신심이었습니다. 알프레
드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일거리를 찾아다닐
때도 성 요셉께 기도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
았습니다.

세례 성사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은총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
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좋은 관계
안에 초대를 받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좋
은 관계 안에 우리가 성심성의껏 참여하기를 주
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는 1870년 25세의 나이에 본당 신부님의 적
극적인 추천으로 성 십자가회에 평수사로 입회를

하면서 “안드레”라는 수도자의 이름을 받았습니
다. 안드레 수사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고
몸도 약하고 차림새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
서 그는 평 수사로 문지기를 맡아 드나드는 사람
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
통, 아픔, 절망, 등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
면서 하루가 끝난 다음 자기 방에 들어가 그날 만
난 사람들을 위해서 밤 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
다. 수사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라고 하시며 그것은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사님의 사랑과 기도의
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면담하고 수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면서
안드레 수사님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많아야 2

세례를 받고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던 많은 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는 참으로 인생의 성공담 보다도 더 훌륭하고 감
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
신을 “하느님의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자칭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 동북부에 사
시는 모든 교우분들은 아마도 최소한 그분의 이
름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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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 유혹을 이겨내며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안드레 수사님의 믿음의 업적은 치유와 몬트리
올에 몽 로얄 산 위에 지은 성 요셉 성당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안드레 수사님께서 예수님을
성심성의껏 따라 항상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셨던 믿음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님은 모든 일은 주님께
서 행하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꼭두각시 인형
일 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사님께서는 당
신의 변함없는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으로 하느
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셨고, 주님께서는 세상
의 눈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세상에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구원자가 오심을 준비하
며 회개의 표시로 광야에서 물로 주었던 의식이
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구세주를 기다렸
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세상
에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 세
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
기에 세례자 요한이 만류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
과 동참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
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겸손
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와 가장 소외 받은 이들과
함께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과 함
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며 회개의 새 삶으로 이끌
어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항상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
려고 하는 정성 어린 노력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넘쳐나
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몬트리올의 안드레 성
인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시작하는 연중 시기는 우리의 예수님께 거
는 희망을 구체화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때입니
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희망의
밑거름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성탄절을 끝내고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
하며 연중 시기로 들어가는 첫 주일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
해 오신 성탄절의 기쁨과 희망을 이제 우리 일
상에 살아있는 기쁨과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연
중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을 기
도와 단식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기도로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걱정의 단식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있습니
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연중의 시작을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관 복음 3곳 모두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으로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밤낮으로 기도 단식으로 사탄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신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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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를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힘이며 우리 보호자입니다.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욕망의 감정에 따라 사
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
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혼자가 아니라 우
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그 힘이 더
욱 커지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힘들었던 지난해를 넘어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올해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언제나처
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공
동체입니다.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를 통해 나도 함께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삶
을 기대합니다. 보면 미움이 앞서기보다 서로 이
해하려 노력하며 보기만 해도 반가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함께 이겨
나가며 그 끝에 얼싸 부둥켜안고 기쁨을 나누길
기도드립니다.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올 2021년이 끝날 즈음의 성탄절이 맞이할 때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환희의 캐롤을 부르며 우리
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두 팔 활짝 벌려 맞
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연중 시기는 희망이 시기가 아니라 희망을 이
루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올 한해를 가슴을 활짝 열고 함께 맞이합니다.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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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1월)

특별헌금

주님 세례 축일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화요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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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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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봉헌 장소
성전과 교육관에 초봉헌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
니다. 기도하면서 초봉헌을 원하는 분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2월 12일(금) 7 a.m.
봉헌은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봉투를 2월 7일(일)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 하겠습니다.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2월 17일)에 쓰는 재는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기간 : 1월 17일(일) - 2월 1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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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통독

성전 청소

2020년 전신자 성경통독 봉헌 기도회

기도 뜰 벽화 장식
기도 뜰에 있는 벽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기도가
담긴 그림으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
집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주제 : 내가 하느님께 원하는 기도
대상 : 주일학교 학생
도구 : 시멘트 보드 (제공)
아크릴릭 페인트 (본인부담)
모집 마감 : 1월 24일(일)
문의 : 유남미 아네스 (201) 674-2368
이메일 : stpaulmothersgroup@gmail.com

바자회 경품 수령일

성경통독 후기 모집
지난 2020년 1월1일(수)부터 시행된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요즈음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
신 자비와 사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
은 분은 “성경통독 후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작성 방법
 A-4용지(Letter size) 1매 분량
 연락처기입 필수
 stpaul28pcgroup@gmail.com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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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Cash $2,000

12672

5등

에어프라이어

12925 / 15874

6등

공진당

15075 / 17070 / 17087 /
17199 / 17801 / 18790 /
19026

행운상

그릴,
그릇세트 외

10052 / 12358 / 13386 /
13841 / 14954 / 15076 /
16277 / 16776 / 17007 /
17008 / 17194 / 17820 /
18272

공동체 소식

2021년 1월 10일

알 림

알 림
메주 주문

미 동북부 2021년 Virtual 신년 교례회
일시 : 1월 10일(오늘) 7 p.m.
참가 신청 :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경품권 추첨 관계로 미리 신청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달력
2021년 새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량 관계상 각 가정에 1부씩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올해 신년교례회는 6 p.m. 부터 zoom으로
참석 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에게 신청하신
분은 미리 들어 오셔서 경품 참가 번호를
확인 바랍니다.
 최소한 6:45 p.m. 전까지 참가 번호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7 p.m. 부터 모임이 시작되면 참가는 가능하
지만 경품번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주위의 가족분이나 울뜨레
야 임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쓰러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상, 순종,
사랑은 방패로, 십자가는 창으로 무장해서, ’빛과
함께’(Decolores) 이 세상의 어두움을 헤쳐 나가
는 진정한 꾸르실리스따가 됩시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데꼴로레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2021년 하상회 새임원 명단
회장

박의진 골롬바노

부회장

총무

고경현 바오로

봉사부장 정창균 토마스

재무부장 구태회 토비아

체육부장 김철중 다니엘

기회부장 한재인 마르띠노

고문

고문

고희만 분도

전재형 노아

박일국 가브리엘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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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

202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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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January 10, 2021

For Us Sinners
< The Baptism of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y baptize a man without sin? John the Baptist struggled with this question and more. If John’s baptism prepared people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how can he baptism the Messiah? That’s why John at first refused to
baptize Jesus, saying, “I should be baptized by you!” But Jesus answered it was to “fulfill all justice.”

Strange response. What does justice have to do with it? In this
case, everything! Justice is more than following laws. Justice is relat- The Baptism of the Lord
ed to the word “righteousness” and right relationships. Jesus came
to announce a kingdom of radical equality, where saints and sinners
are equal in the eyes of God. It can be argued that God loves sinners more than saints. Why? It’s the same where parents worry
more about the child who is sick or in trouble rather than the one
who is healthy and always good. Truth be told, all of us are troubled
children! And that’s why Jesus was baptized! He wanted to identify
with sinners! If they had to be baptized, he would be baptized. If
they deserved punishment for their sins, Jesus would accept punishment even if he was without sin. And if sinners have to die, Jesus
also died— to show God will always remain with his people.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anuary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eeking Donation for 2021 Church Candles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4th (Sun)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Churches in Need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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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l Decoration in Praye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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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unday School students are invited to take part in
creating and displaying art for the prayer garden. We
hope many children will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activity and share their prayers through art.
Theme : My prayer wish to God
Supplies : Cement board (provided),
Acrylic paint (self supplied)
Contact : Nammi Yu (201) 674-2368
Email : stpaulmothersgroup@gmail.com
Please respond by Jan. 24th.

Seeking A Cantor

We are looking for Logos choir members in high
school who can be cantor for 9:30 a.m. mass. Graduated Logos members or music majors can also apply.
Please speak with Isabel Shon for further inquiry (917)
86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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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Baptism of the Lord

January 10, 2021 (Year B) No. 2509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5:1-11 (21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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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orial
Psalm

◎ Lord, hear our praye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