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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5번 

154번 

 주의 잔치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12시 30분 미사 

5시 미사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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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

다는 소식과, 자가격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

여 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15장을 보더라도 이집트를 탈출한 당

시에 이미 오늘날의 자가격리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

다면, 오늘날에는 PCR 검사나 항원 검사 등을 통해서,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에 합류하지만, 

레위기가 작성된 시기에는 이를 사제가 눈으로 확인

하고 나서, 그 증거로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정

결례를 행한 뒤에, 공동체로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정

결례 규정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

기』(루카 5,12-16; 마태 8,1-4; 마르 1,40-45)를 통

해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15장을 보면, 정결례가 필요한 경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정결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

인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으로 보

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며 사제로 뽑힌 거룩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레위 11,44 참조)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던 중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

아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사제로 뽑힌 민족이며, 

야훼 하느님과 깨어질 수 없는 계약을 맺은 민족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비유하고 있듯이,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야훼 하느님과 맺은 계약으로 거룩한 사제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한 것을 피하며 

정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결례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후

에는,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신랑-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

야 하는 사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의 관계로 똑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결정

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

들의 정화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 바쳐야 했지만,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

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바칠 필

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중 제2주일의 복음으로 들은 『카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이 맺었던 관계가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맺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결례에 쓰기 위

해서 준비했던 물독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

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서 흘리신 물과 피를 상징하며(요한 19,34), 동시에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남겨주신 성체성사를 상징

합니다.(루카 22,19 참조) 

  여기에서 갈릴래아 카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예

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곁을 지키던, 당신의 어

머니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에서 “여인이

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

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6)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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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함으로써,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를 생각나

게 해줬으며(창세 3,20), 동시에 성모님께서 이제 교

회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께 믿음을 갖고 청했던 모습은, 이제 성모님만이 아

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모두가 갖게 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교

회의 구성원들 한명 한명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

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선물을 주셨

고, 이를 이용해서 공동선을 이루고 교회의 성장시키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1코린 14장)  

        

  연중 제2주일을 보내면서,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께 선택된 거룩한 사람들이라

는 것과,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

사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를 찾고, 이를 밭에 묻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

고 오늘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시기 제2주일입니다. 어느새 대림 성탄 

시기가 지나고 연중 시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낮도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참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희망으로 팬데믹도 올해 안에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처럼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마음마저 경직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조

심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 버리고 지치게 합니다. 따라서 미소가 

아니라 짜증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행복은 물질적 충족이 가져오는 기쁜 마음이 아닙니

다.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부

족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것을 찾아내는 마음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좋은 것을 먼저 보려는 마음입

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부족한 것은 죄

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함은 

감수할 수도 있고 노력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 보기”는 “사랑”입니

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 기시감이 들거

나 진부하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느님의 모

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는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입

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의 자

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넘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로서 생존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사랑”

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서

로 생존의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라는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응원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관용과 자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오늘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며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필요성과 어머니와 

제자들의 믿음에 예수님은 순응하시고 기적으로 그 

잔치를 더욱 기쁘게 만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두 개의 목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믿는 이들에게 대한 

구원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 2: 11) 즉 인류의 구원은 하

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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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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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수난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아버

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혼인 잔치에

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기쁨을 주셨

듯이 우리의 구원은 삶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 행복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

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난 우리 행복의 조건은 성모님

께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

키는 대로 하여라.” (2: 5) 

 

  요한 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가장 큰 

계명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

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

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 35)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

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 출발합니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행동이 여러 가지로 제약

이 되어 가족끼리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

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기능으로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언

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즉 부

부간의 문제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가정 폭

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 간

의 배려와 이해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웃 사랑은 가정

에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팬데믹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

다. 더욱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을 가슴에 다시 새

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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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주일  

셋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2022년 1월 16일 

알 림 

사물놀이 

세례 

구역분과 사물놀이 개강 

우리의 전통인 사물놀이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이철선 루까 형제님과 최명순 마리아 자매님께

서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3월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코비드19 검사  

신년하례식  

특별헌금  

1월 23일(일)   Church in Need 

사무실 휴무  

2022년 새해 달력  

초 봉헌  

초 축성  

설날 합동 미사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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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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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주일학교 개학  

2022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영상 링크 : https://

youtu.be/LEswS9pR9-E 

한국학교 겨울방학 연장  

발열 측정기  성물서적 판매 취소   

1월달 성물서적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두레 청소년 월 기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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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1월 16일 

생활상담소 상담 

1월 23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김진배, 정재연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알 림 

로사리오 메주 주문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1월달 어머니연합회 월례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취소 

1월달 로사리오회 월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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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1월 16일 







  
 

 

 For holy Church: the true bride of Christ, that 

she be purified and rededicated to holi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eaders of society: that they listen to and 

act on God’s wor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men and women preparing for the sacra-

ment of marriag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spirit of hospitality and celebration in our 

hom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called through death to the feast of 

the kingdom.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anuary 16, 2022 

3r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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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est  

Special Collec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Winter Break

2022 13th Bolivi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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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ant Baptism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for youth, will be hosted 

on Zoom for a January prayer meeting. Please email or 

send a message on our Instagram account for Zoom 

information.                                                              

January Theme : Counsel                                          

Date and Time: Jan. 22th (Sat) from 4 p.m. -6 p.m.  

School 

Church Office Close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6, 2022 (Year C) No. 2563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62:1-5 (66C)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12:4-11  

Communion Antiphon 

   You have prepared a table before me, and how  
   precious is the chalice that quenches my thirst. 

Psalm 96:1-2, 2-3, 7-8, 9-10 

Do Whatever He Tells You!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Many Catholics choose today’s gospel when planning a wedding. After all, what better way to start a marriage 
than this reminder that Jesus is always the guest of honor? Nowadays there are professional wedding planners to 
help the bride and group prepare for every detail of their upcoming nuptials. First there’s the venue, the site where 
the wedding would take place. Next, the clergy to perform the wedding. Then the food. Then the booze. Then 
most difficult of all, the guests. Can you imagine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groom inviting Mary? Then what 
about her son, Jesus? Then what about that group of guys he hangs around with? Thirteen single adult men invited 
to a party where there was a lot of wine.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Wouldn’t it be funny if the wedding plan-
ner intentionally hid the wine so Jesus and his gang wouldn’t get drunk? 
 
   This miracle of Jesus changing water into wine is, according to John, the first sign Jesus performed to reveal who 
he was. Curious how this story of the wedding in Cana fails to tell us who the bride and groom are. And what’s 
with all that wine? Six jars x 20 gallons = 120 gallons of wine! Notice too that nowhere in John’s gospel is the 
mother of Jesus called Mary. Lastly, this gospel records the last words of the Virgin Mary in the Bible: “Do what-
ever he tells you.” All these clues point to the truth that this isn’t just any wedding. The story starts “on the third 
day…” Sound familiar? It sounds like the Resurrection story. Guess what. It is! Jesus changes water into wine and 
later wine into his blood. The disciples are all there, and all the guests are believers. With the Virgin Mary and Jesus 
we can see this wedding miracle at Cana symbolizes the church. If so, we do indeed know the groom’s name. It’s 
Jesus.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Virgin Mary, we too must do whatever Jesus tells us. And there will be 
wine, joy and love overflowing and in abundance.  

Do whatever he tell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