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주일                                                                     2021년 1월 17일(나해) 2510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예물준비성가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성가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윤 정 애  김 병 민  박 만 선 정 춘 홍  

9시 30분 미사  Jayson Choi Jacob Park Timothy Shon 

11시 미사  최 현 진  홍 종 채  김 정 옥  이 병 님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강 석 구  강 석 구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문 소 영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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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주일인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모두 “부

르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는 하느님

께서 판관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복음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나서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라는 표현을 듣고 요한복음서의 저

자인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먼저 생각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

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6)라

고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 달리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강조하여 그냥 “요한”이

라고 부릅니다. 

  제1독서에서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한 번

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으

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세 번이나 듣고 나서야, “주

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은 “주님께서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이는 하느님

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부르심 이야기는 하느님의 말씀

이 사무엘의 “들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두 제자들도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6)라고 한 요한

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요

한의 두 제자들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

터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서로 다

른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

다.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요한 1,38)하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

께서는 어디에 묵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

고, “와서 보아라”(요한 1,39)라고 또 다른 이야기

를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대화 

안에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이 함축

되어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현대인들의 생각 안

에서 “진리”는 지적인 앎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

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지적인 

앎을 포함한 인격적인 깨달음을 포함하는 의미입니

다. 여기서 인격적인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과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인격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

의 실천을 통해서 증언된 하느님의 사랑이 진리라

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1,39)라고 말씀하시고

는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요한 1,39)라는 말

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 제자들이 예

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후 세시가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표현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

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오후 4시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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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어느덧 새해 첫 달 중순이 지난 1월 17일 연중 제 

2주 주일을 지냅니다.  

 

아직도 코비드 팬데믹은 점점 심화되고 긴장이 고

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일반 약국에서

도 실시되고 있어 종식의 희망이 더욱 가까이 왔지

만 현실은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는 

아직 한참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수칙

을 엄수하며 일상을 건강하게 영유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시의 코비드 검사팀을 초

청하여 우리 본당에서 다음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비드 검사를 실시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가 많

기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검사를 자주 하는 것

이 일상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만일 무증상 

확진일 경우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

르게 전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시

간을 내어 검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긴장과 두려움에 정신적 육체적

으로 힘이 든 시기이지만 이를 잘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며 귀의해야 합니다. 이는 우

리의 삶이 굳은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느

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힘들

고 지루한 이 시기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줄 것입

니다.  

 

  연중 시기는 성탄의 신비를 풀어내며 그 의미를 

일상에 녹여내는 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

의 깊이를 더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며 

우리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주일 예수님 세례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와 그 신

비는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 받는 아들이

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

께서 30의 나이에 세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첫 장의 35-42절의 말씀으

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 보다 오히려 세례

자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리키

며 그분의 진정한 정체를 발설합니다. “보라, 하느

님의 어린양이시다.” (1: 36) 참고로 요한복음은 공

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없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

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자신의 인격 전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믿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초대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소개는 우리를 십자가 사건에서 

성체성사로 인도해줍니다. 스스로 빵이 되어서 우

리에게 먹히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성체

성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상징적인 표현들과 다른 차원의 대

화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를 기억하고 기

념하는 성체성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해

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

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

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성체성사를 염두에 두고 “와서 보아라.”하

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

체성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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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ǀ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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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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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하느님의 어린양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서 이루고자 희생양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모님을 통하여 사

람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하시

고 당신의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근원이 되신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함께 더불어 우리의 나약

함을 서로 돕고 위로하며 서로 기대어 큰 힘을 얻

어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무게를 좀 더 가볍

게 하여 일상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궁극적인 구

원인 하느님 나라로 함께 가는 순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중 시기의 영성입니다.  

 

  오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아와 

그의 동료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

라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라삐(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1: 38)  이에 예수님은 “와서 보아

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예수님

과 함께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드레아는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며 예수님께 소개합니

다. 그리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

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1: 42)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새 이

름인 영세명을 받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안드레아와 그 동

료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묵는 것이며 예

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

과 용기의 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

회 공동체가 힘과 용기의 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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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주일   

셋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2021년 1월 17일 

알 림 

초 봉헌 장소   

성전과 교육관에 초봉헌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

니다. 기도하면서 초봉헌을 원하는 분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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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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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 2월 1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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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성당 친교실에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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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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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알 림 

시상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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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회 경품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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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 주문 

성경통독 후기 모집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작성하신 성경통

독 후기를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내 주시기 바

랍니다.   

코비드19 검사  

성경통독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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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주중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조배 시간은 9 a.m.—1 p.m.까지입니다.   

성체조배 

알 림 

헌금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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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Behold the Pig and Chicken of God!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anuary  17,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Several years ago I did a reflection on the symbolism in the Korean traditions surrounding Chuseok. So for 
the sake of our your people who weren’t born yet, and for the sake of the older Koreans whose memory may 
be even worse than mine, I shall revisit that reflection. A traditional Korean Jesa, or food offering, was the way 
to honor the spirits of our departed ancestors and to call upon the heavenly and underworld spirits to assist. So 
every Jesa table, along with beautifully arranged towers of colorful rice cakes, also had a whole chicken and a 
pig’s head. The chicken, with its wings, carried the prayers and offerings up to the heavens. The pig carried the 
offering and prayers down to those who dwell below the earth. 
 
  The Jews had a different system of communicating with God: the sacrificial lamb. A lamb was sacrificed and 
burned before the high altar in the Temple to take away one’s sins. So when John the Baptist pointed out Jesus 
in the crowd, he had no need for further introductions. The people not only learned who Jesus was, but what 
his role would be. He is the sacrificial lamb who, by his death, will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The desire 
to communicate with God as well as with the spirits of our deceased love ones is universal to every culture. In 
Jesus we believe the ultimate link between God and humans is achieved. And like Andrew, let us not keep Je-
sus to ourselves, but let us bring our brothers, sisters, family and friends to Christ, the lamb of God. 

3rd Sunday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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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4th (Sun)     Churches in Need  

Seeking Donation fo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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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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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l Decoration in Praye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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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COVID19 Test  
Date : Jan. 21st. (Thu)  
Time : 9:30 a.m. -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It is a free city-sponsored COVID19 testing. If anyone need 
to test COVID19, you can get a free test at the education 
center. The test results will send to your personal email. 
Please don’t forget your email address to fill the application, 
when you’re at the COVID19 test site.  

Church Office Closed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Monday Jan. 18 in ob-
servance of Martin Luther King, Jr. Day.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14.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7, 2021 (Year B)  No. 2510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Samuel      
   1 Samuel 3:3b-10, 19 (6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6:13c-15a, 17-20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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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rd, 

hear our praye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