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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특전 미사  임 수 빈  김 정 윤  박 명 숙  박 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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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미사  이 승 룡 신 은 혜 왕 은 희  이 미 첼 홍혜진•강병인•윤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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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481번 

예물준비성가 
  

101번 
22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66번 
105번 

생명의 양식 

사랑의 아기 예수  

파견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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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주님 세례 축일  

 주님 세례 축일의 마태오 복음에서 주님께서 요

르단강에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한에게 세

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

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라고 주님을 

말리지만 예수님께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요한을 깨우쳐

주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이 붙들어 주

시고, 당신이 선택한 이, 당신 마음에 드는 “종”이 

성실하게 당신을 대신해서 온 세상에 공정을 평

하고 공정을 세우리라고 예언하면서 하느님의 공

정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했습

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도 하느님의 성

령과 힘을 받은 나자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악마

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

의 의로움을 전하시기 원하시면서 당신의 의로움

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알려 주

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서 세례자 요한

의 회개하는 물의 세례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물

과 성령의 세례로 거룩하게 해주려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은총입니

다. 

 주님의 세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

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한 용서가 첫째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 세례를 받으면서 영혼에 새겨져 있던 원죄의 

흠이 성령 하느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지는 

주님의 사랑의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의 넘쳐나는 사랑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에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믿

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위로자이신 성령 하

느님의 정의에 충실하며 그 외에 다른 모든 어둠

의 세력의 영향을 끊어버리는 약속을 하면서 예

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

다. 

 주님 세례 축일을 보내면서 세례성사의 충만한 

은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약속

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

롭게 갱신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청명한 겨울 햇살을 맞으며 브

루클린의 한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차가운 

바람은 날카롭게 얼굴을 때렸지만 오랜만에 파

란 겨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차 안을 포근하

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잔의 커피와 라디오의 

음악과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운전은 그리 즐거운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배 조셉 간실라 신

부의 장례식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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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데려가신 하느님이 야속했지만 청명한 날

씨를 주심에 감사해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

니다.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는 얼마나 오래 살아야 오래 잘 살았다고 만족해

하며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는 상념이 가득한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리는 먼저 간 신

부의 미소…… 

  

 역시 하느님은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학교에서 그 신부

를 처음 봤을 때 소년의 얼굴에 띈 천진난만한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는 데 그 미소를 죽는 날까

지 잊지 않고 간직한 신부였습니다. 안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그의 손목에 찬 반짝이는 팔찌를 보

고 남자가 무슨 팔찌냐고 놀렸더니 웃으며 당뇨

병 환자가 끼는 의료 팔찌 (Diabetic ID Bracelet)
이라고 설명해줘 겸연쩍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아 당뇨 환자였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된 커다란 성당은 신자들로 꽉 

찼습니다. 평일이었는 데도 많은 어린이들이 부

모들과 함께 장례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당뇨 합

병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아이나 어른 모두가 사

랑했던 신부였습니다. 49세의 일기로 19년 신부 

사목의 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삶의 아름다움

은 누구보다 더 부유하고 강하고 오래 사는 것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과 사랑으

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연중 시기의 시작인 예수님의 세례 기

념 대축일입니다. 성탄시기를 마치고 우리에게 

오시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일

상을 살아가는 연중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활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로 시작하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오 3: 17)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례로 시작하였습니

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얻은 새 생명입니

다. 이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하느님의 말

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

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당신의 맘에 드는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우

리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끝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의 맺음

이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맺음이 없는 시작은 이

미 시작이 아니라 미련과 후회와 두려움의 끝자

락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새로운 세상, 즉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명쾌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

이 인간적으로 수난과 처절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만, 그 또한 “부활”이라는 영원으로의 시작을 알

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기념 축일은 또한 우리 세

례 기념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

늘나라’로의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의 삶을 

등지고 새로운 앞날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한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처럼 소돔을 떠난 롯의 일

행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
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고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새해의 벽두에 서서 작년의 다망한 후회를 끊어

내고 명쾌하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고 먼저 떠난 조셉 간실라 신부 (Fr. Joseph Gan-
cila)의 하늘나라에서의 새 삶을 기도하며, 우리 

모두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해를 영위하

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1월  12일 

둘째 주일 (1월) 알 림 

4 

특별헌금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일요일)을 맞이하여 본

당에서 1년동안 전례 때 (부활•대림•제대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성지 모음  

수거기간 : 1월 26일(일) - 2월 23일(일)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봉투를 1월 19일(일)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 하겠습니다.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1월 25일(토)  7 a.m. (미사와 분향) 

2020년 성탄 예비자 교리반  

첫모임 : 2월 9일(일)  12:30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1층 세미나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 안내  

사제 수품성사 기념일  
김철희 시몬 신부님 수품성사 6주년 기념일이  

1월 15일(수)입니다. 수품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 1월 26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상품 : 1등 - $300, 2등 - $200, 응원상 - $100 
     그외 행운상 다수  
공기놀이 우승 : 상금 $100 
신청 :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설날 떡국잔치  1월 26일(일)  

평일저녁 고백성사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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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요안나 (917) 254-8540 

2020 교무금 약정  

사무실과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교무금  

약정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미사 중 헌금함

에 넣거나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1월 25일(토)    1:30 p.m. - 7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실 (비용 : $40)  
연락처 : 조민교 루치아노 (646) 220-1990 

주일학교 부모교육(2차) 날짜와 장소 변경  

날짜 : 2월 23일(일)   2 p.m. - 3:30 p.m.    
장소 : 교육관 세미나실  

강사 : 주호종 (안드레아) 정신과 의사  

날짜가 1월 26일(일)에서 2월 23일(일)로, 장소가 

교육관 채플에서 교육관 세미나실로 변경되었습

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나눔과 기쁨 기빙츄리 결산 보고  

현금 : $6,440, 상품권 $3,570 
물품 : 쌀, 라면, 과자, 기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2020학년도 2학기(봄학기) 등록 안내 

개학 : 2월 8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5일(오늘) - 1월 26일(일)  
접수 : 교육관 한국 학교 사무실이나 성당 사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2명 $480, 3명 $500 
문의 :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체크로 내시는 경우, Pay to the order of : St. Paul 
Korean School로 적어주십시오. 

케루빔 성가대 방학  

개학 : 1월 26일(일)  
방학기간동안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1월 

26일(일) 개학 후 주일학교 방학동안은 연습시간

이 10:30 p.m. 부터 있습니다.  

안나회 만두 만들기 
날짜 : 1월 20일(월) - 1월 22일(수)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월 2일(일)  
방학기간 동안 12:30 p.m. 미사 있습니다.  

일반 교우를 위한 성가교실  
일시 : 1월 19일(일) -  2월 2일(일)  3주동안   

본당 교우들을 대상으로 한 성가교실을 개최합

니다. 성가를 사랑하고 또한 배워보고 싶은 교우

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1월 19일(일)부터 3주동안 12:30 p.m. 미사 후 1시

간 진행합니다. 지도에는 이경재 베네딕도 (교중

미사 지휘자)형제가 도와 주겠습니다.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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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월 1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선, 홍성우, 이진원  

 

  

  

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울뜨레야 
미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 신년 교례회  

일시 : 1월 12일(오늘)   4 p.m.  
장소 : 뉴저지 마돈나 성당  

주소 : 340 Main St. Fort Lee, NJ 07024 

울뜨레야 본당 신년 교례회  

일시 : 1월 19일(일)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4회 숨은 봉사자상  

울뜨레야 주최 숨은 봉사자 수상자로 원유욱  

안셀모 형제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식은 1월 

19일(일) 울뜨레야 신년교례회 때 있습니다.   

사랑의 샘 레지오 새 단원 모집 
봉사나 성당 활동에 관심 있으신 40-50대분들  

환영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10:30 a.m.   (제1교육관 1층) 
대상 :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40-50대 모든분들 

문의 : 이교진 토마스 아퀴나스 (917) 363-4252 

Flushing 1 구역 1반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반장 : 백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2 구역 1반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2 구역 7반  

140-55 34 Ave. #3G,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Whitestone 구역 1반  

1341 145 Pl. Whitestone, NY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157-31 19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1월 12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20년 1월 12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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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day’s Gospel Reading is  
Matthew 3:13-17  

In page 61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Januar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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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Joann (917) 254-8540 

Korean School 

Sunday School 

Cherubim Choir Winter Break 
Period : Until Jan. 26th (Sun) 
During the winter break, there is 12:30 p.m. mass.  
Choir starting date is Jan. 26th (Sun). 
During the Sunday School winter break, the practice 
will start at 10:30 a.m.  

The Baptism of the Lord 
 

On this day, the mystery of Jesus as God’s Son, the 
word himself, is revealed by words spoken from the 
heavens. The Spirit, in the guise of a dove, overshad-
ows Jesus as he comes out of the waters of the Jor-
dan. These divine signs show us that Jesus is the spe-
cial anointed one filled with God’s power and ready 
to begin his saving work as the Christ/Messiah for 
each of us. His work leads to the sacrifice of the 
Cross-with the Resurrection-and to the Eucharist 
which nourishes us on his Passover.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6th (Sun)    Churches in Need 

Infant Baptism  
There will b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20.  

2020 Marriage Pre Cana  
Date : Sat. Jan. 25th  
Time : 1:30 p.m. - 7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s and re-
freshments.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resume on Sunday, Feb. 2nd.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8th (Sat) 
Age : 3.5 years old - 12 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5th (Sun) - Jan 26th (Sun)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child, $480 for 2 children,  
          $500 for 3 children.  
Contact : (718) 321-7676/ (718) 321-0095 

Last day of Korean School for Fall Semester 
Date : Jan. 18th (Sat)  

Seeking Donation f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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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Giving Tree Report 
As of Sunday, December 29, 2019, the total cash collec-
tion is $6,440, gift cards is $3,570, and other items such 
as rice, ramens, cookies, and etc.  
Thank you to everyone who donated to help our neigh-
bors.  

January 15th(Wed) is the sixth anniversary of Fr. Si-
mon’s ordination.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Simon Chulhee Kim.  

Infant Baptism Parent Education  
Date : Jan. 25th (Sat)   8 p.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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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Lord will send his Spirit upon bishops, priests, writers and teachers and on all who are heard 
by many within the Church: that the Spirit will make them announce the Gospel boldly and faithfull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Spirit will come to young mothers, to contemplative nuns, to students in our schools, and to 

all the Church to revive a spirit of prayer and wonder of God’s work: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pirit will be in our hearts and his power in our hands: so that we can transform our parish 

into a community of love, which by word and deed will proclaim God’s love to all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God’s consoling and strengthening spirit to come to the victims of famine and war and to others 

whose lives are in ruins:  That they may find meaning in life and power to change what can be 
changed.  For thi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Sunday School teachers on retreat: That they come back refreshed, renew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thi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in Australia and Puerto Rico suffering from fires and earthquakes,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With Us – And For Us 
<Baptism of the Lord> 

       Weekly Homily                                                                                                                                                          January 12, 2020 

 Sinners need baptism to wash away their sins and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that the Messiah 
would bring. But Jesus had no sin, he announced the kingdom of God and he IS the Messiah. So the 
mystery remains: why did Jesus go to John to be baptized in the Jordan? To understand this is to un-
derstand the meaning of Jesus’ mission and life. 
 
 Everything that Jesus did was not just for others, but specifically for sinners. The reason God be-
came human, was born in a lowly stable, fought with the devil in the desert, cured the sick, suffered 
death by crucifixion, rose from the dead and ascended into heaven is revealed in today’s feast of Jesus 
being baptized. If sinners had to do it, he would do it as well. If sinners suffered rejection and betray-
al, so did Jesus. If sinners were condemned to death, so was Jesus. He consecrates our whole human 
existence by revealing he not only is God with us (Emmanuel), he is God for us. We can discover Je-
sus in every facet of human life. Even if we sin, Jesus is there ready to extend God’s mercy and invite 
us to do what he does: get over ourselves and live for other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Baptism of the  Lord                                                            January 12, 2020 (Year A)  No. 2456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42:1-4,6-7 (21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0:34-38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Songs of Thankfulness And Praise  107 
Breaking Bread Communion 602 

Breaking Bread 

Offering Seek Ye First  435 
Breaking Bread Closing 638 

Breaking Bread 

 

James Mun Jasmine Lee Brian Kim Alex Kwak Steven Lee•Monica Kim•Sara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ake Moon•Alice Choe•Benjamin Jeong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Songs of Thankfulness And Praise  107 
Breaking Bread Closing 638 

Breaking Bread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