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0일(다해) 2407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택 규 탁 환 섭 박 지 희  

8시 미사 윤 정 애  윤 석 채  김 신 화  정 춘 홍  

11시 미사  최 혜 숙  박 의 진  하 명 주  이 병 님  

6시 미사  송 지 연  문 소 영  이 미 첼 김 남 효 유필립·전가별·홍혜진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49번 옹기장이 

예물준비성가 
  

217번 
220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8번 
197번 

오묘하온 성체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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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루카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

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

르는 과정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 좀 색다른 과정을 통

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시몬의 배

에 오르시고 군중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던 주님

께서 밤새 고기 잡으려 그물을 던지며 고생하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깊은 데로 저

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시몬은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물고기들의 생태, 

호수의 상황 등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어

부라 아마도 시몬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어

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

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예수라는 라삐가 호

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무슨 생

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목을 하다 보면, 자주 그룹 대화나 그룹 나눔, 그

리고 가끔 식사하는 자리 등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세

상 얘기, 신앙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 이

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한 두 명이 “에이, 신부님을 

세상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말씀 하세요.”라는 얘기

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몬도 혹시 

주님의 지시에 속으로 “에이, 라삐는 어부도 아니면

서 뭘 안다고 나한테 고기잡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든지 시몬은 호수 깊은 곳으

로 나아가 그물은 던집니다. 던진 그물을 끌어 올리기 

시작한 시몬을 그 무게에 놀라 당황하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동료들이 달려와 그물을 끌어 올리니 물

고기들이 배 두 척에 넘쳐날 정도로 많아 잡혔습니다. 

시몬이 어부로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 봤지만,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

적에 놀란 시몬은 주님 앞에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합니

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

람입니다.” 시몬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

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참모습도 같이 깨닫게 됩니

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5주일 
다. 시몬은 물과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자신의 오만, 의심 그리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

보지 못한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죄를 지은 두려움에서 해방 

시켜주시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주님의 구

원사업에 또 한 나의 도구로 쓰시려고 시몬을 초대하

십니다(“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초대장

을 받은 시몬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시간부터 주

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해방시

켜 주시고, 구원사업에 한 일원으로서 초대해 주고 계

십니다. 

 

 얼마 전에 한 신자분을 만나 안부를 물어보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운동 얘기를 하다가 자신은 골프를 

안 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는 질

문에 골프 치면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몸까지 아

프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골프 안치고 그 시간에 성

경 필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형제님께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네요. 자신의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

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을 포기하기를 기다리시면

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 무엇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

서 당신 자비와 사랑 안에 한 일원으로 초대해 주십니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라.” (루카 5: 4) 

 

 우리나라의 새해는 두 번이라서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새해 복도 두 

번이나 받으니 좋습니다.” 덕담은 언제 들어도 좋습

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네 

정서로 좋은 말이라도 자주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면

이 있지만, 새해 덕담은 공시적으로 두 번을 할 수 있

으니 좋습니다. 여러분께 또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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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은 지난 화요일 2월 4일이었지만 지난 주일 떡

국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역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

으면 제맛이 않나고, 맛이 없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 

맛있어지는데, 지난주일 로사리오회에서 준비한 떡

국은 맛이 있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로사

리오 회원들의 노고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따듯하

고 넉넉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윷놀이로 각 단체가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주일을 즐겼습니다. 주일에 영어 미사 전 윷놀이를 

한다는 말에 복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윷

놀이는 참 재미있는 게임이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도 윷만 들면 거칠게 변해……” 배 신부님의 날카로

운 통찰력은 그날 오후에 증명되었습니다. 윷을 던지

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이나 모두 흥미진진하여 격앙

된 소리로 응원하고 어필하고……그 열기는 한일 축

구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

도 윷만 들면 매의 눈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실 윷놀이는 나뭇조각 네 개로 노는 참 간단한 

놀이입니다. 이런 간단한 놀이로 그렇게 치열하고 흥

미진진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 놀

이를 만들어 즐긴 조상님들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결국 복잡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모

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더 좋다는 인식이 들고 이는 가격으로 대변합니다. 

항상 더 비쌉니다. 따라서 비싼 것은 좋고, 좋은 것은 

복잡하다는 등식 아닌 등식이 성립됩니다. 결국 그 

복잡한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더 비싼 

가격에 더 복잡한 것을 사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그 

비싼 물건의 효능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다거나 남

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자기 과시일 뿐입니

다. 

 

 올해 한 해는 좀 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행복이 

넘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너무 깊게 하여 

비비 꼬이지 않고 순수한 생각으로 자신과 주변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

여 일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한 준비와 용기로 

새로운 도전에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현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김위찬 교수가 만들어낸 

용어 “블루 오션”의 경제 지혜입니다. 많은 배들이 쉽

게 접근하여 고기잡이 경쟁이 심한 연안 바다인 레드 

오션에서 벋어나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더 깊은 물 

즉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 즉 블루 오션으로 저어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모험입

니다. 이 말씀은 결국 당시 신앙의 전통과 율법에 사

로잡힌 유대인들보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인의 세계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지나친 

소유욕은 바로 레드 오션 속의 삶입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하고 생각과 좀 더 간편한 소유로 불루 오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과 경

험에 갇혀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참조 루카 5: 10-

11)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불루 오션으

로 뛰어들어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면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고개를 떨구

고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새해를 복과 함께 시작하며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

과 나눕니다.  

 



둘째 주일 (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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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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3월 6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2월 24일(일)  

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과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거 기간 : 3월 31일(일) 

유아세례 명단 “축하합니다” 

지난 2월 3일(일) 김미희 (로사), 박윤서 (레아), 윤
성식 (분도), 윤은성 (미카엘), 이리오 (레오폴도), 
이재우 (노아), 한유진 (니콜라스), 홍홍윤 (레이

첼)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유아 

세례자를 축하하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반 대부모 만남  

일시 : 2월 10일(오늘)  12: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부활반 세 영세자들의 대부모 만남의 모임이   

교육관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효진 베네딕다 수녀님 종신서원  

(부) 임재경 바오로 (모) 임명숙 로사  

본당 출신 임효진 베네딕다 수녀님께서 2월  

12일(화) 한국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원에서 종신서원을 받으십니다. 수녀님의 

종신서원을 축하드리며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가톨릭 연방 신용 협동조합 정기 총회 

일시 : 2월 17일(일)  1 p.m.  성당 친교실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2월 12일(화)  10 a.m.   머리방 있습니다.  

2019 Health Fair 무료 건강 박람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인, 무료건강  

검진에 참여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날짜 : 4월 28일(일)  
시간 : 9 a.m. - 1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주최 : St. Paul 의료 선교팀 

연락처 : isypodiat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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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또는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917) 254-8540 

주일학교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주일학교 개학  

개학 :  2월 10일(오늘) 

일요 파트타임 사무실 사원 급구  

일요일 성당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로사리오회 피정  

일시 : 3월 22일(금) - 3월 24일(일)  2박 3일 

장소 :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  

주제 : “행복하여라”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사람  

회비 : $190 (회원), $220 (비회원) 
기간 : 3월 10일(일) 까지 

연락처 : 로사리오회 부회장 917-558-1582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2월 21일(목) 
찬미 : 8:00 pm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Long Island 구역 5반  

반장 : 김재국 요셉 (917) 414-4184 

의료선교 미션 후원  

 

건축기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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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월 27일(일) - 1월2일(토) 22,912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81,272단 

  공동체 소식                                                                                                         2019년  2월 10일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생활 상담소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9:20 a.m. - 10:30 a.m.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성제회 월례회  
2월 10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2월 10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33-33 165 St. 민 그레이스 수산나 Home 
연락처 : 917-731-2240 

연령회 월례회  
2월 10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간호사회 총회  
2월 10일(오늘)  11 a.m. 미사 후    

ME 월례회  
날짜 : 2월 10일(오늘)   

2019 찬양의 밤 “내 안에 주, 주 안에 나” 

일시 : 2월 15일  7:30 p.m.  
장소 : 펠팍 성 미카엘 성당 (입장권 : 무료) 
주소 : 19 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주최 : 성 미카엘 하나되어 성가대와 청년부 

문의 : 김혜영 스텔라 (Kakao : stellakimbella) 

안나회 월례회   2월 12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2월 12일(화)   11 a.m.   정 토마스 교육관 

대건회 월례회 

2월 16일(토)   7 p.m.   성당 친교실 

하상회 월례회 

2월 16일(토)   7:30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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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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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718-666-5751 

제일  
  

 

24시간 통화 가능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Free Delivery 

(718) 344-5607 

광고주 모집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유니온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광고주 모집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아카디아 학원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광고주 모집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광고주 모집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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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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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72 decades. 

Our church is waiting for the doctors and other practi-
tioners who will participate in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ioners, and practice God’s love.  
Date : Sunday, April 28th 
Time : 9 a.m. - 1 p.m.  
Place : education center  
Contact : isypodiatry@gmail.com 

 

Isaiah’s prophetic call is mysterious: God’s smoky and 
glorious presence in the sanctuary, with the seraphim 
crying out as we do in the eucharistic prayer, “Holy, 
holy, holy, Lord, God of power and might,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your glory,” Peter, James and John 
were called from much more mundance circumstances: 
hauling in fish. We are all called from where we are: 
“Follow the Lord, and proclaim his risen presence.” 
Like Paul, we are called to receive this summons and 
live our lives in response to it.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917) 254-8540  
Date : Mar. 29th (Fri) - Mar. 30th (Sat)  

First Day of Sunday School  
Today, Feb. 10th.   

St. Paul Medic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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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
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Sunday School 

“Congratulations!”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24.  

Cornerstone Monthly Meeting 
When : Feb. 10th (Today)  
Time : 10:30 a.m. - 12 p.m.  

Medical Mission 

Friday Night Meeting  
Meeting will resume on Feb. 22. (Fri).  

High School Workshop  
High School Workshop is in March.  
Application will be given by  teachers on the 17th of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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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Pope Francis, the successor of St. Peter the fisherman of Galile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more messengers to be sent to call people to worship and love the thrice-holy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work on oceans, lakes, and rivers to harvest God’s boun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art of the 2019 Spring semester of Sunday school: that both the teachers and stu-
dents feel renewed and eager to learn about the ways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of our dear departed.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Lord, I Am Not Worthy! 
<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February 10, 2019 

  The theme uniting all three of today’s readings is worthiness. Isaiah was ministering in the Temple, in 
the room called the “Holy of Holies”, when God appeared to him in a vision. You might recognize the 
angels’ song of praise: “Holy, Holy, Holy, Lord God of hosts!” We use that prayer at every Mass to re-
mind us we are about to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Isaiah knew how serious this was. No one can 
see God and live. He was painfully aware of his own unworthiness as well as the sinfulness of the people. 
Then an angel takes a glowing coal out of the censor and touches Isaiah’s lips with it to purify him. Ouch! 
But now when God asks, “Whom shall we send?” he can answer, “Here I am, Lord. Send me!” 
 
  St. Paul freely admits he is totally unworthy to be an apostle of Jesus, having not only assisted in the 
martyrdom of St. Stephen, but also actively persecuting the first Christians. As a matter of fact, he was on 
his way to Damascus with arrests warrants when Christ appeared to him in a vision. In effect, Paul was 
sinning when Christ called him! But as he says,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When St. Peter realizes Jesus is not just a preacher and healer, but the Son of God, he begs Jesus to 
depart from him because he is a sinful man. He is overcome by his unworthiness. But Jesus has plans for 
this fisherman, and will make him a “fisher of men.” 
 
  And so it is with us. When we are aware of God’s presence, we are more acutely aware of our own sin-
fulness and unworthiness. God tells us, as he told Isaiah, and Paul, and Peter, “Get over yourself!” God 
knows we are sinful. God knows we are unworthy. But God calls us anyway. God doesn’t call us because 
we are worthy; God calls us because he loves u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0, 2019 (Year C)  No. 2407 

Responsorial Psalm   ◎  In the sight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s,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1-2a, 3-8 (75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5:1-11 or 15:3-8, 11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Young Adult  Young Adult Young Adult Young Adul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Here I Am, Lord 378 
Breaking Bread Communion Blest Are They 

God, We Praise You 
629 
205 

Breaking Bread 

Offering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547 
Breaking Bread Closing Lead Me, Lord 63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Blest Are They 140 
Children’s Mass Communion 292 

Children’s Mass 

Offering Angel of Mine 227 
Children’s Mass Closing 147 

Children’s Mass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