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2주일                                                                 2020년 1월 19일(가해) 2457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이 태 희  김 성 진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김 정 옥  이 청 일  Andrew Oh•Ashley Na•Ryan Kim 

11시 미사  최 혜 숙  서 기 호  박 미 영  박 해 성  Kevin Kim•Ethan Lee•Kasey Lee 

6시 미사  문 소 영  김 남 효 이 미 첼  이 승 룡  전가별•유필립•홍혜진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5번  

예물준비성가 
  

215번 
217번 

영원하신 성부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70번 
152번 

자애로운 예수 

오 지극한 신비여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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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어느새 새해 첫 달의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바쁜 세상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기

준으로 만든 하루와 한 해의 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

나 지극히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지구의 자전 주

기로 한 하루의 시간 기계적으로 나눈 24시간, 1,440
분, 86,400초의 시간입니다.  
 
 늘 똑같은 시간인데 점점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힘들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쉬면 되었지만 요즘은 문명의 이기로 일이 훨씬 쉬워

지고 간편해졌지만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일을 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의 시간은 그만큼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현대인

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옛날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병중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병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대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정신적 스

트레스는 육체적 고통처럼 보이는 압박이 아니기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

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

다. 이는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이 위로받지 못하

다는 서운함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평화를 갈구합니

다. 그러나 그 평화의 모습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의 

평화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주를 이룬다면 현대는 

자신 안의 평화를 갈구하는 면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

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

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연중 2주일 복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도 예수님께서 세

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간접적으로 알

려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4개 복음 모두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의 예수님 세례 사건은 서로 조금씩 다르

지만 직접 화법으로 사건을 설명하지만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점

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라고 요한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4대 복음 모두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은 세례자 요한

과 관계에서 시작되고 세례식은 그 시작을 알리는 출

발점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활은 예수님의 공생

활 시작의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성서학

자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유추합니

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첫 제자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

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

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

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고 요한은 메시아를 알리는 

하느님의 예언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도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

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월 19일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증언한 바로 그 빛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서두에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지속해서 나옵니다.  
 
 마태오 복음 11장에는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

을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

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

까?” (3절)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나에게 의

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는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로서 괴뢰 왕권

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힘과 왕의 

권위 사이에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약탈과 착취가 자

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세리로 대변되는 착취자와 대

사제의 기득권자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율법의 권위

에 갇혀 민중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는 세태를 예수님

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정치 경제 혁명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적인 아픔에 대

한 위로였습니다. 아파하는 사실을 알아주는 것으로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왕을 

단죄하지도 총독을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아파

하는 민중의 마음입니다.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에게 ‘용서’라는 치유의 기적을 주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심으

로서 구원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

원의 신비는 가장 낮고 힘없는 이들로부터 시작됩니

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바로 언 땅을 비집고 피어

나는 새싹과 같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환경에서 잘 드러납니

다. 다윗 왕의 자손이긴 하지만 요셉이나 마리아는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사회적 명망과 권위

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의 가

정이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정

도로 신앙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겸손하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세례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

니라 요한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를 주면서 듣고 본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성령

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

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

다……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

린 양”입니다. 바로 희생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

한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

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사랑과 자비로부터 나옵니

다.  
 
 가장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면 그 

자비가 예수님 구원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자비

는 바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간절히 비는 것은 단순

히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위로받지 못한 가슴에 단비

처럼 뿌리는 위로입니다. “너도 아프구나.” “너도 힘

들구나.”라고 알아주는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씨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

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중략]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

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

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짊어지기 힘든 짐을 지고 내일

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은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로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으

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면 더 큰 위로가 또다시 자

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경험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기도가 오늘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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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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축성  
일시 : 2월 1일(토)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 받은 초

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성지 모음  

수거기간 : 1월 26일(일) - 2월 23일(일)  

설날 위령 미사 봉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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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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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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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  2월 2일(일)   1:30 p.m.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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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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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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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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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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본당 모든 신자  

지도 : 이경재 베네딕도  
1월 19일(오늘)부터 3주동안 12:30 p.m. 미사 후  

1시간동안 진행합니다.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2020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주최 : 브루클린 교구 한인 평신도 협의회  

날짜 : 6월 28일(일) - 7월 11일(토) 
지도신부 : 
장소 : 
대상 : 
인원 : 선착순 12명 (참가비 : $2,100) 
마감 : 3월 15일(일)  
신청비 : $800 (취소 시 신청비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문의 : nykorenmissionary@gmail.com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

니다.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은혼식*금혼식 행사 

일시 : 2월 9일(일)   11 a.m. 미사 중  

올해 결혼 25주년(1995년), 50주년(1970년),  
60주년 이상 되시는 부부 신청받습니다.  
문의 : ME 대표부부 (646) 220-1990 

사무실 휴무  
날짜 : 1월 20일(월)   Martin Luther King Jr. Day  

본당 50년사 편찬 위원회 소식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9학년 - 12학년)  

개학 : 3월 20일(금) - 3월 22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신청서는 2월 9일(일)부터 배부됩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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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우리의 정성  

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울뜨레야 본당 신년 교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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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숨은 봉사자상  

울뜨레야 주최 숨은 봉사자 수상자로 원유욱  

안셀모 형제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식은 1월 

19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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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side 구역 4반  

230-02 53 Ave. Bayside, NY   
반장 : 권문희 (646) 812-0804 

Bayside 구역 5반  

219-05 36 Ave. Bayside, NY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Westchester 구역   

  
반장 : 김준수 누까 (646) 243-8143 

평일저녁 고백성사  

꼬미시움 평의회  

1월 19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월 26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채플)  

라인댄스 휴강 
날짜 : 1월 20일(월)  

일시 : 1월 25일(토)  1:30  p.m.   성전  

 안영남, 강석구, 임상규, 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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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Gospel Reading is  
John 1:29-34  

In page 63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3r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Januar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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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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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Sunday in Ordinary Time  
 

Last Sunday, John baptized Jesus with water. This 
week John asserts that Jesus is “the one who is going 
to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Soon we celebrate 
th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on the 50th day of 
Easter: Pentecost. Ordinary Time is the working out 
of this promise, starting with Jesus’ own baptism and 
each of our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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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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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S/HS Sunday School Spring Semester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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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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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3th Bolivia Mission  
Organization : Brooklyn Diocese Korean Lay Ministry 
Date : June 28th (Sun) - July 11th (Sat) 
Coordinator : Fr. John Hwang (Bayside Church) 
Where : Bolivia Santa Cruz—San Antonio de Lomerio 
Who : 9th grade to 12th grade  
          (12 first come, first served) 
Deadline : March 15 (Sun) 
Fee : $2,100 ($800 for registration : Not refundable) 
Contact : nykoreanmissionary@gmail.com 
*Registration form is available through e-mail ONLY. 
Contact us by email.   

Infant Baptism Parent Education  
Date : Jan. 25th (Sat)   8 p.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Church Office Closed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on Monday Jan. 20 in ob-
servance of Martin Luther King Jr. Day.  

High School Workshop 9th-12th 
Date : Mar. 20th (Fri) - Mar. 22nd (Sun) 
Location : Saint Paul’s Abbey 
Address : 289 US-206, Newton, NJ 07860 
Retreat forms will be available on Feb. 9th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23.  

High School Valentine’s Day Dance  
Date : Feb. 14th (Fri)  
Where : Church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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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 Light of Jesus may warm as well as instruct in the worth of every huma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peace of Jesus may be our only chosen weapon in the struggle for a new creation :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Lamb of God may stir our blood to sacrifice whatever separates us from the outcasts and 

oppressed in our comm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grace, the favor of a loving God, may echo in our public and our private lives. For this, we pray 

to the Lord. ◎ 
 
 That everyone, as we are created in God’s likeness, remember Martin Luther King’s dream of brother-

hood, and answer the calls for uplifting every man and woman and child,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Seeing Through The Eyes of Faith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anuary 19, 2020 

 Many Christians wish they had lived in the time of our Lord, hoping to see Jesus face to face in the 
flesh, to hear him preach and to witness his miracles. But what makes us think we’d recognize him? 
After all, in real life he had no halo, probably didn’t where white robes and most likely looked like 
any number of rabbis and Messiahs inhabiting Israel at the time. Even John the Baptist— his cousin— 
didn’t recognize Jesus at first. Only when the Holy Spirit opened John’s eyes of faith did he realize 
here was the long-awaited Messiah. Indeed, here was not only the Lamb of God, but the Son of God. 
 
 None of the four gospels gives us a physical description of what Jesus actually looked like. Why is 
that? Clearly the evangelists didn’t think it wa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look for Christ 
in our world and in our life today. But we cannot recognize him just with our bodily eyes. Rather we 
must rely o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us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Jesus in others, as well 
as in Scripture, and especially in the Eucharist. By daily prayer and meditation on the word of God we 
can look out upon the world with the eyes of faith. Then we too will see and recognize Jesus in our 
mids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9, 2020 (Year A)  No. 2457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49:3, 5-6 (64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1-3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Cordero De Dios  897 
Breaking Bread Communion 629 

Breaking Bread 

Offering Holy Darkness 471 
Breaking Bread Closing 538 

Breaking Bread 

 

Cristine An Natalie Shon Edwin Shin Chris Yang Kate Hwang•Claire Kim•Claire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Cordero De Dios  897 
Breaking Bread Closing 538 

Breaking Brea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