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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
주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죄의 용서
의 의미인 세례를 받으시기를 청하신 것은 구약의 물
의 의미와 당신의 승천 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이
름으로 세례를 줄 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물의 세례가
죄의 용서 의미가 아니고 죄의 용서 성사로 거룩하게

어떤 대답을 하실까 묵상해 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
니까?” 하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라고 다 같이 대답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 특히 인
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느
님의 생명 또한 주십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됩니다. 주
님의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
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중한 생명들을 내 몸은 “나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생
명의 존재를 거부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
슬러 생활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족 중
에서 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몸
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로 아픈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
의 은총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
다.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우리는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령님
의 희망과 치유의 은총을 전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도
움 주기를 거부한다면 성령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아
파하실지 묵상해 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
으면서 주님께 고백한 믿음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 고
백을 돌아볼까 합니다.
세례 때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믿습니
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 합
니다. 이 질문의 “네”라고 대답하면서 믿는 이들에게
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이 죄의 열매만은
아닌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믿음에 대해 고백한 우
리는 삶에 대한 애착을 줄이고 영원한 삶에 확신을 가
진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삶의 애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늘
여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권세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자주 할 때 가 있습니다.
세례 때 고백한 믿음에 반대되는 이러한 삶에 죽음 후
에는 부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세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
례 서약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세례 때 고백한 우리의
믿음이 하루, 하루 주님의 사랑을 모두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
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면 주님
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확신은 없을 때가 자
주 있지나 않은지요?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 내가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니, 나의 죄 또한 용서해 주
십사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고백한 우리에게

오늘은 성탄절을 마치고 전례 연중 시기를 시작하
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
로부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
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 구원의 공생활을 시작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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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세례 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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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삶,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세례
를 통해 세상에 공현 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연중 시기의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그것에 걸맞은 삶
을 살아가도록 일 년 내내 노력하여 변화되는 삶이
바로 믿는 이들의 삶이고 크리스천적인 삶이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 의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복음적으로는 두 번째
세상에 드러나는 공현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지
낸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마태오 복음에 의해 전해
진 이 공현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 1-2년 사이에 동
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라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새해 새달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시간은
참 덧없이 흐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
다. 그래도 우리가 잃지 않고 언제나 움켜쥐고 간직하
며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드러나는 이 두 공현은 초기 교회부터 성탄
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전례적 전통을 낳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통한 공현은 서방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더 유행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주
님 공현과 세례가 같은 날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내일
의 희망을 안고 오늘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면, 하루
가 지날 때 입가에 빙그레 웃음이 번지고, 우리의 삶
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
습니다.

이에 우리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주님 세례가 연중
의 시작 주일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현대에 이르러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주님
공현 축일 후 다음 주일로 정착된 전례력에 따른 것
입니다.

또한 단순히 말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곁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
다. 그리고 그 삶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위로받는 것보다 위로하는 삶이 더 행복
합니다.

주님의 세례에서 드러나듯이 세례자 요한은 그때까
지 유대교의 정결례 예식의 하나인 세례를 사람들에
게 회개의 상징으로 베풀었고 이에 예수님도 동참합
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세례
는 정결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힘겨운 하루를 지내
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
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3: 22)

단순한 회개의 상징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주시”
는 세례로 일생에 단 한 번만으로 족한 하느님의 자
녀로 거듭나는 영세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삶
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밝아오면
넉넉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설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세상에 하느님의 자
녀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공현을 경험합니다. 하느님
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
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3

공동체 소식

2019년 1월 13일

둘째 주일 (1월)

알림
12월 30일(일) - 1월 5일(토) : 26,551단
현재까지 총 누적 봉헌 단수는 93,880단 입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특별 헌금
1월 27일(일) : Churches in Need

로사리오 메주 주문 예약
품명 : 메주
예약 기간 : 1월 13일(오늘)까지

초 축성
일시 : 2월 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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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세례반 첫 고해
일시 : 1월 17일(목) 7 p.m.
장소 : 성전

성령기도회 치유 예절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1월 17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1월 21일(월) - 1월 23일(수)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배워두면 좋은 심폐소생술
대상 : 퀸즈성당 성인 신자 –선착순 30명
교육비 : $20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1 p.m.부터
등록 : 사목회 안내데스크, 간호사회 혈압재는 곳

유아세례 부모 교육
일시 : 1월 26일(토) 8 p.m.

은혼식/금혼식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1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은혼식·금혼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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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

사제 수품성사 기념일

일요 파트타임 사무실 사원 급구
일요일 성당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주일학교

윷놀이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임 신부님배 단체대항 윷놀이 대회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개학
개학 : 1월 13일(오늘)

반모임

.

Flushing 1구역 1반

주일학교 개학
개학 :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 있습니다.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Flushing 2구역 1반

개학 : 2019년 2월 9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5일(토) - 1월 19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 정 토마스 교육관 교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학생 2명 $480,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2구역 2반
문의 : (718) 321-0095

울뜨레아 사무국 주최 신년교례회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Long Island 구역 3반 & 5반 합동 반모임

울뜨레아 본당 신년교례회

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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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2019년 1월 13일

알림

알림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단체 및 회의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9:20 a.m. - 10:30 a.m.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제3회 숨은 봉사자상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단원 대상 : 전신자로서 40-70대까지
성실히 봉사하실 분
일시 : 매주 일요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요셉회 신임 임원 명단
회장

권기택 스테파노

부회장

엄진남 로무알도

총무

김대웅 바오로

재무

홍종채 스테파노

봉사

권영욱 미카엘

회관 관리

김재복 미카엘

하상회 신임 임원 명단

경로의 날 도네이션

회장

전재형 노아

부회장

황연중 비오

부회장

박의진 골롬바노

재무이사

고희만 분도

총무이사 한재인 마르티노

기획이사

이진호 바오로

교육부장 구태회 토비아

봉사부장

김태형 시몬

체육부장 박일국 가브리엘

친교부장

정찬균 타미

생활 상담소

성제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ME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월 20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월 27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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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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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교 육

장례보험

St. Paul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광고주 모집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듀 장의사
오
제일

미술교육명문

체리 헤어

결혼정보회사 USA
대표 한응호
201-242-0505
(NY)

박종숙 데레사

213-383-2525 (LA)

718-445-9000

언제나 통화 가능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부동산

Leon E. Jamie

(516) 780 - 3047

646-753-0470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35-82 161 St. 신정갈비뒤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Cherry Hair

718-666-5751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삼 원 각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아카디아 학원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Announcements

January 13, 2019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anuary

Father Simon Chulhee Kim Feast Day

January 15th is St. Simon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Simon Chulhee
Kim.

The feast of the Baptism of the Lord proclaims a theophany, a revelation or manifestation of the divine
sonship of Jesus by his anointing and appointing to his
messianic office. It is the feast that proclaims the Baptism that elevates believers to the status of sons and
daughters of God.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Youngho Stephano Shon (917) 742-3448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7st (Sun) Churches in Need

Infant Baptism
St. Paul Medical Mission

Infant Baptism

Date : May 24th (Fri) - May 30th (Fri)
Place : Bolivia (Santa Cruz & San Antonio)
We s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internal medi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There will be th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19.

Infant Baptism Parent Education

2019 Marriage Pre Cana

Sunday School

Date: Sat., Feb. 2th, 2019
Time : 1:30 p.m. - 7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Sunday School Winter Break (Starts Dec.30th)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 and refreshment.

Cherubim Children’s Choir
Cherubim Choir will be resumed Today, Jan. 13. During the Sunday School winter break, practice will be
held at 10:30 a.m.

Video of Regional Meetings with Bishop DiMarzio and the Lay Faithful of the Diocese of Brooklyn-Queens regarding current Sex Abuse

Korean School

The video is a compilation of a series of meetings Bishop DiMarzio had with the Lay Faithful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sex abuse, the church’s response a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Last day of Korean School for Fall Semester
Date : Jan. 19th (Sat)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Age : 3.5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5 (Sat) - Jan. 19 (Sat)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student. (If 3 children register, one
child fee will be waived.)
Contact : (718) 321-7676 / (718) 321-0095

Our Church Goal : 1 Million
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93,880 decades.
10

Weekly Homily

January 13, 2019

Identifying with Sinners
<The Baptism of the Lord>
By Fr. Joseph Veneroso, M.M.
Why was Jesus baptized? Being without sin, he had no need to be baptized. John the Baptist was reluctant to baptize his cousin, saying that he, John, should be baptized by Jesus. In Matthew’s gospel, Jesus
tells John to do it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In other words, this is the right and just thing to do. Why is
that? We can understand the baptism of Jesus in light of his entire life: for others.
God came to earth as Jesus for others (us!) Specifically, for us sinners! If sinners need baptism, then Jesus accepted baptism. If sinners must die, than Jesus accepted even death. During his lifetime, Jesus not
only preached to sinners, he willingly associated with them, much to the dismay and disagreement of the
supposedly holy people. They criticized Jesus for being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and ate with
drunkards and prostitutes. (Of course, it could also be because they were way more fun and interesting
than the stuffy Pharisees.) In any case, Jesus continually shows himself to be Emanuel — God with us.”
This is not to say Jesus approved of, much less participated in, sinning. As St. Paul tells us, Jesus is like
us in all things except sin. And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Our sins do not drive Jesus
away. Rather they draw him ever closer to be with us, not to judge or condemn us, but to heal and forgive
us. Like a doctor who goes to the ones who are sickest, Jesus comes to us when we sin. Let us therefore
never be afraid or ashamed to reach out to him for forgiveness and grace. It’s why he came.

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be like her Lord, the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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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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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day school teachers on retreat: that they may rest in the Spirit in order to eagerly follow
Christ’s call at our baptism and spread hi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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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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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Baptism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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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A.M. MASS
Opening

River of Glory

651

Breaking Bread

650

Offering

Breaking Bread

647
648

Communion

Flow River Flow
Baptized in Water

Breaking Bread

Closing

Come to the River

Breaking Bread

Feed Us, Lord

Children’s Mass

655

12:30 P.M. MASS
247

Communion

228

Closing

Opening

Jesus in the Morning

Children’s Mass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Children’s Mass

Eunice Choi

Katherine Mun

Jasung Koo

Clara Pyo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300
205

Children’s Mass

◎ O bless the Lord, my soul.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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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itus
Titus 2:11-14;3:4-7

Communion Antiph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