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7주일                                                                   2020년 2월 23일(가해) 2462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김 정 윤  손 신 애  김 안 나  Mina Kim•Claire Lee•Ethan Lee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김 정 옥  김 철 순  Seo Yeon Choi•Anthony Choi•Jacob Park 

11시 미사  양 만 석  정 기 형  최 향 이  안 준 섭  Grace Nam•Jin Tae Kim•Edward Oh 

6시 미사  신 은 혜 이 승 룡 김 남 효  문 소 영  전가별•유필립•윤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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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46번 

예물준비성가 
  

340번 
69번 

봉 헌 

지극히 거룩한 성전  

영성체성가  
 

178번 
159번 

성체 앞에 

세상의 참된 행복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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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2월 23일 

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7주일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

절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

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어 예수님의 가르

침 속에 인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카스트 제도를 해

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인종차별이 심하여 그의 

결심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

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여러 

차례 청했지만,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간디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민족과 신

분의 차별이 있고,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있다면, 

그냥 힌두교에 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발

길을 돌려 버렸습니다. 훗날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

아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

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을 믿

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낸 안

타까운 일화입니다. 간디에 관한 이 이야기는 그리스

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에 얼마나 장애를 

끼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에 

깊이 투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오

히려 복음 선포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레위기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

씀을 늘 가슴에 품고 지향해야 합니다. 제1독서인 레

위기에서 주님께서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복음

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

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

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구되

지 않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거룩함

과 완전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더 이

상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에로 나아

가야 하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

려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간디의 일화를 통해서 보았

듯이, 하느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인 코린토 1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

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

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즉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시고, 종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

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

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

하는 가르침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버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는 것을 내세우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다 따를 수 있겠느냐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성찰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예

수님마저 좋아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 중에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한 우

리들의 모습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

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 자체

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향을 달리하여, 그리스도인

으로서 오류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지향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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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중 제7주일을 지내면서 다가오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40일간의 재개와 기도 그리고 자선을 통한 회개의 시

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을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성삼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

다. 바로 50일간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연중 시

기를 시작합니다. 
 
 괜스레 사순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

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순절의 무게가 주는 심리적인 긴장감이 그 요인이

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 사순절은 일 년에 가장 

무거운 시간이며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마치 한해의 농사를 짓는 느낌이며, 고3 학생들의 대

입을 준비하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

의 영성의 중심에 있으며, 행복한 삶에 대한 깊은 소

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무게와 그 무게의 노고

와 아픔은 어쩔 수 없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의 아이러니는 마치 그 무게의 노고와 고통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그 

의미가 부정적 파괴와 부식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창조와 재생의 의미와 같다는 진실을 발견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무게를 즐겁게 받는 이는 없습니

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무게는 시

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홀로 

지고 갈 때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결
국 그 무게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순절 동안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은 혼자 그 모든 무게를 지고 가

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이렇게 노래

합니다. “전에 모르던 [주님] 말씀을 나는 들었네, ‘내
가 너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내려주고 네 손에 들

린 짐을 들어주겠다. 네가 곤경에서 날 불렀을 때 널 

구해주었다.’” (7-8) 
 
 사순절의 회개는 바로 하느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느

님과 다시 가까워지며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도움

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친 예수님의 십자

가를 대신 짊어질 시몬을 보내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

리 삶의 고통 속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며 신비입니다. 또한 사순절의 의미입니

다. 
 
 화해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약육강식이 아니

라 공존이며 상생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당

신이 꿈꾸는 세상에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살쪄가는 세상입니다. (참고 11: 6-
8)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

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

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9) 
 
 사순절의 기도와 재계와 자선은 바로 우리 삶의 고

통 속에서 자라나는 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꿈은 

오늘을 견디어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는 힘이고 우

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야서에서 보여주는 이상향이 바로 부활의 세상입

니다.  
 
 오늘 연중7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

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사순절은 

바로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변화의 시간입니

다.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은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나아가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데 과연 얼마나 충실 
하였는지 성찰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공동체 소식                                                                                                                                  2020년  2월  23일 

넷째 주일 (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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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모음  
수거기간 : 2월 23일(오늘)까지  

2020건강박람회 재능기부 봉사활동  

5월 3일(일) 있는 건강박람회를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따뜻함

을 전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될 것입니다.  
참여대상 : 모든 의료분야  

   ( 의사, 약사, 치과, 한의사, 재활통증, 발병원,      
      의료기구, 의료보험 등등) 
신청일 마감 : 2월 23일(오늘) 
*신청은 사목회 안내데스크 또는 이메일  

  (sphf3215@gmail.com)로 받습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3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리실)  

안나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볼링대회  

2020년 안나회 효도관광 기금마련을 위한 볼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 대건회   

장소 : Whitestone Lanes 
주소 : 30-05 Whitestone Expwy, Flushing NY  
일시 : 2월 23일(오늘)   2:30 p.m. 부터  

참가비 : $150 (3인 1팀)  
문의 : 안규호 대건 안드레아 (310) 367-2303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8 p.m. 합동으로 십자

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는 

7:30 p.m. 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2월 28일 요셉회 베드로회 사목회 

3월  6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13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성령기도회 

3월 20일 대건회 어머니연합회 

3월 27일 꼬미시움 

4월 3일 울뜨레야 

4월 10일
(3 p.m.) 옥외 십자가의 길 

사순 특강 
2020년 사순절동안 특강이 있습니다.  
2월 28일(금)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주제:  변화의 시간 - 회개  

3월 13일(금)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주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3월 20일(금)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님 

 주제 : 최후의 만찬  

3월 27일(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헌혈 행사  

사순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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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부모교육(2차)  

날짜 : 2월 23일(오늘)   2 p.m. - 3:30 p.m.    
장소 : 교육관 세미나실  

강사 : 주호종 (안드레아) 정신과 의사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9학년 -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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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감 : 3월 8일(일)  

제2회 솜씨 학생전 사생대회  

일시 : 3월 1일(일)   1:30 p.m. -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퀸즈성당 유치부(Pre-K) - 고등부까지 

작품 주제 : 대회 당일 발표 

작품 소재 : 자유 (재료는 각자 지참) 
* 도화지는 제공됩니다. 
  대회 당일 간식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 : 2월 23일(오늘)  
문의 :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로사리오회 피정  

 

주일학교 견진학생 부모 모임  안나회 만두 만들기  
날짜 : 2월 24일(월) - 2월 26일(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주 한글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솜씨 학생전 도네이션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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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2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영서, 김준수, 최광희, 최제호  

 

  

 

  

사랑의 샘 레지오 새 단원 모집  

꾸리아 평의회  
일시 : 2월 23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Bayside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편 제노베파 (917) 828-2753 

헌화회 봉사자 모집  

울뜨레야 팀회합  

학자금과 대학교육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학자금 및 장학금 마련방법, 대학 및 커리어 플랜

닝, 대학 교육 및 학자금 관련 현재 문제점과 개

선 방안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 : 3월 22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강사 : 오상택 (현 상담소 전문위원) 
주최: 사목회 & 주관 : 생활 상담소  

문의 : 임철성 라파엘 (718) 578-8584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사목회 회의  

Whitestone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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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e Regina Legio Group
With Mother Mary’s open arms, we welcome everyone.







Today’s Gospel Reading is  
Matthew 5:38-48 

In page 76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4th Sunday in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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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y Beyond Justice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Blood Drive 
Date and Time: Sun, March 15th 8:30 a.m. - 2:30 p.m. 
Please share this lifesaving gift by donating blood.  
 

2nd Somssi 2018 Students’ Drawing Contest 
Date : Mar. 1st (Sun)  1:30 p.m. - 5 p.m.  
Place : St. Paul Chong Ha-Sang Basement Auditorium 
Application Due : Today, February 23rd  

Mandatory Mee ng for Parents of 9th Grade 
Confirma on Class of 2020 
Date :  Saturday, February 29th at 8pm 
Location : Church basement  

Ash Wednesday—February 26th  

ASH WEDNESDAY (Feb 26 2020) – Start of Lent 
Roman Catholics between the ages of 18-59 must fast  
For those under the age of 18 –since you’re still growing, 
fasting is not required but abstinence from meat is recom-
mended. (Plain pizza and fish burgers good, chicken nuggets 
and hamburger bad) 
Notes on fasting:  
A person must be in good health mentally and physical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such as diabetes and preg-
nant women or nursing mothers are excluded. Also, if you 
have a cold, don’t fast because you’re not in good health) 

Fasting is one full meal taken at any time or two smaller 
meals combined will not equal to one full meal. (In other 
words, don’t eat until you are full if you’re having two 
smaller meals.) 

The consumption of meat from warm blooded animals is not 
allowed, however, the meat from cold-blooded animals is 
allowed. (In other words, you can have fish and even alli-
gator, but no kalbi or samgyupsal. But to avoid any confu-
sion, just be a vegetarian for the day.) 

The next day to fast will be Good Friday, April 10 
Lenten Practices: 
Abstinence: Giving up something you love or taking up 

something you hate because you love the Lord 
Alms-giving: Monetary donation to the needy.  (Instead of 

buying that thing you just must have, donate that money to 
someone that needs it to live.) 

Prayer:  Talking to the Lord more (Or doing the daily bible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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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7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3, 2020 (Year A)  No. 2462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Leviticus   
   Leviticus 19:1-2, 17-18 (79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3:16-23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Alleluia! Sing To Jesus 721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Bread of Life  327 

Breaking Bread 

Offering Love Goes On 477 
Breaking Bread Closing We Belong to You 633 

Breaking Bread 

 

Mina Kim Songyee Kim Jaycee Choi Matthew Choi Adnrew Oh•Hyunjeung Park•Bona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Steven Lee•Seon Lee•Thomas Choi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God We praise you 209 
Breaking Bread Communion  O Sacrament most holy 332 

Breaking Bread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437 
Breaking Bread Closing O Bless the lord, my Soul  534 

Breaking Bread 

Love your enem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