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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이 태 희  전 수 연  박 명 숙  Katherine Park•Chloe Lee•Yule Bae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백 정 덕  정 춘 홍  Jaymi Choi•Ethan Lee•Gabriel Nguyen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유 경  이 병 님  Seo Yeon Choi•Regina Lee•Ryan Kim 

6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문 소 영  윤성두•전가별•강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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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27번 

예물준비성가 
  

212번 
5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8번 
151번 

오묘하온 성체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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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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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 시기를 시작하였습

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의 사순 시기의 재계는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개는 하느님께 귀의하

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욕심 보다는 하느님

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극대화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야 한다.” (마태오 22: 27-29)는 것입니다. 즉 사랑

이 하느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이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

기 그지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하고 최대

한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조심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어 본질이 호도되

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 이는 어이없는 비극

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고국의 제주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사순 

시기를 맞아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서가 

뉴욕의 우리에게도 경종이 될 것 같아 이번 주보에 

개제합니다.  
 
                     **************************** 
 
 

 사순절을 시작하며 모든 가정과 교형자매 여러분

께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나

라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

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불과 두 

달 사이에 7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2
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정 기미에 있던 우리나라도 최근 급속

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청정 지역이던 제

주에까지 확진 환자가 발견되니 많은 이들이 불안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와 속도에 전문가들도 효과적인 대응책

을 찾지 못해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래의 오래지 않은 기간 중에 다

양한 재앙을 겪어왔습니다. 해마다 발병하는 구제

역, 조류 독감, 사스(SARS:2003년), 신종플루(돼지독

감: 2009년), 메르스(MERS:2015년) 등을 일으킨 변

종 바이러스들은 현대 의료계의 역량과 기술의 한

계를 넘어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희생과 고

통을 안겨주었으나, 돌이켜보면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얼마 후에는 차츰 잦아들었

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재앙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들이 인간 생존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

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

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

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

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마태오 6,26)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출

현한 최고의 생명체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

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박테리아)보다도 덜 진화된 생

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로, 독자 생존능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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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른 세포에 붙어야 생존이 가능한 미물 중

의 미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귀하게 

만드신 인간이 이런 미물에 정복당하도록 버려두

지 않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보다 두려움의 바이

러스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한 믿음

으로 무장하십시오. 
 
 현 사태에 대한 지나친 위기의식과 공포심의 조

장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전염병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혐오 바이러

스의 심리적 증식입니다. 혐오는 차별을 가져오고 

차별은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1923년 9월 일본 동경 인근에서 관동대지진이 일

어난 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가 퍼지

자, 일본 군경과 시민들이 흥분하여 6천여 명이 넘

는 조선인과 이방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혐오 바이러스가 일으킨 참극이었

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면하며 심

리적 패닉 상태에 휩쓸려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표

적으로 삼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비난하고 배척

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럽 이곳저곳 식당이나 상점에서 중국인을 사절

하고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

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설 연휴 기

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승차거부로 택시를 

타지 못하고, 서울 홍대 앞에서 한 한국인이 중국인

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

습니다. 
 
 중국인 집단 거주지로 음식 배달 서비스가 거부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중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과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겨 난민이 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많은 우리 동

포를 이웃으로 맞아주었고, 임시정부도 그 땅에서 

오래 신세지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맞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당면하는 오

늘의 이 현실을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소화할 것인가 깊이 성찰하고 마음속에서 되새기

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모든 인간을 세상의 죄로

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에 봉헌하신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

도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 속죄와 보속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이 사순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수난

에 동참하고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받고 '회

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라는 사제의 선포를 듣습

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심한 폐렴증세를 일으키

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 심리

에 시달리고 있으나, 차분히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

습니다. 해마다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

자들이 2천 명이 넘고, 교통사고로 죽는 이들이 3천 

명이 넘습니다. 또한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이

가 국내에 4-5천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

거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이가 한 해에 1만3천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많

으니, 죽음이 무의미한 통계수치로 일상화되어 아

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무디어졌습니다. 타인의 고

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상실해 왔

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안

타까워해야 할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주변 이웃의 

고통과 재앙에 대한 무관심과 무디어진 마음을 뉘

우치고 새로운 복음적 결실을 거두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바이러스의 난동을 

훨씬 능가하는 자비와 애덕의 씨앗을 뿌리고 고통 

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활발히 펼쳐가도록 합시다. 
금년 사순절 사랑의 헌금은 시리아 난민과 미얀마

의 로힝야 난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재의 수요일에 

            천주교 제주 교구 감목 강우일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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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솜씨 학생전 사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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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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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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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8:30 p.m. 미사 후  
장소 :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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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피정  

3월 8일(일)부터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이 실시됩니다.  
당일에 각 가정의 시계를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하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예: 2 a.m.을 3 a.m.으로 조정)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첫금요일 종일 성체현시와 조배  

특별헌금  

사순 시기 동안 “성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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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9학년 - 12학년)  

개학 : 3월 20일(금) - 3월 22일(일)  

헌혈 행사  

Pizza Night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판매  

 2019년 본당 재무보고  

계정과목 계정항목 금 액 ($) 

수 입 교무금  665,975.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453,206.53  

  부활 특별 헌금  25,526.00 

 크리스마스특별헌금 23,404.00 

  대축일 헌금  17,754.00 

  교구 특별헌금 50,405.00 

  주보 및 달력광고  32,573.00 

  매일미사책 판매  12,651.00 

  기타 수입금 2,372.19 

  (수입총액) 1,283,866.72 

지 출 인건비 332,723.62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124,144.41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41,853.22 

  직원 복리후생비 21,324.94 

  사무경비 50,448.15 

  종교 교육비 34,392.44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110,645.07 

  전례비용 10,213.65 

  

매일미사 책, 기타 종교 물품 

구입 
39,819.63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67,822.14 

  시설비 ( 관리 및 보수) 67,338.66 

  본당외 카톨릭 사목 후원금 19,600.00 

  건물 및 상해보험 44,319.14 

 본당 단체 보조비 10,206.00 

 교구 교납금 105,830.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12,501.00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144,00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46,898.00 

 (지출총액) 1,284,080.07 

수입지출차액 -213.35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보고입니다.   계정과목 계정항목 금 액 ($) 

수 입 

 바자 수익금 건축 기금 후원           110,119.25  

 이자 (Bank & Fund)             20,768.90  

  총수입           296,628.15  

 지출 건축 보수 및 비품구입           164,246.78  

 바자회 비용                2,697.18  

  총 지출           166,943.96  

총잔액     129,684.19  

 2019년 건축기금 결산 

첫 영성체반 부모모임 (1차) 

일시 : 3월 15일(일)  2 p.m.  
장소: 교육관 채플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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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3월 8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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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댄스에서 성당 발전기금으로 $335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화)  10 a.m. 미사 & 11 a.m. 월례회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백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편 제노베파 (917) 828-2753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Whitestone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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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Gospel Reading is  
Matthew 4:1-11 

In page 81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1st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March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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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This year the entire parish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program for Lent. 
The donations from this Lenten almsgiving will be  
supporting to alleviate hunger and poverty. The monies 
collected will be distributed to the local ,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se paper bowls will be found at the front doors of 
the church 

1st Sunday of Lent                        Lenten Tradi on: Absence of Holy Water 
Lent is to help prepare us for the coming of East-
er. Before the start of his public life, Jesus spent 
40 days in the desert wilderness fasting and 
praying.  Since it is not easy to recreate the expe-
rience of the desert wilderness in our daily lives, 
it has become a Catholic tradition to make the 
physical church as stark as the desert to symbol-
ize this experience. The absence of holy water in 
the fonts takes the assembly away from the com-
mon routine and creates a thirst in us for the life-
giving waters of baptism. This way we can recall 
Jesus’ experience of transformation and repent-
ance  in our Lenten season and preparation for 
His resurrection on Easter. 

High School Workshop 9th-12th 
Date : Mar. 20th (Fri) - Mar. 22nd (Sun) 
Location : Saint Paul’s Abbey 
Address : 289 US-206, Newton, NJ 0786 0 
Registration deadline : March 8, 2020 
Retreat form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or Sunday 
School office.   

St. Paul Summer Camp 2020 
Certified Elementary Teachers and Assistants needed 
Applicants must be at least 18 to be a TA.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the camp director, 
Rebeca Kim (stpaulcamp@gmail.com)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 - $5,000] 
 The time for Application : Feb. 9th – Mar. 31st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Contact : 

Blood Drive 
Date : Mar. 15th (Sun)   
Time : 8:30 a.m. - 2:30 p.m. 
Donate blood is saving a life. Please share this lifesav-
ing gift. (Note: Before donating, please get a good 
night’s sleep, eat healthy foods and drink extra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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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 on  
Mar. 1st (Today)  Black and Indian Missions 
Mar. 22nd (Sun)   Catholic Relief Services 

Apostle’s Creed during Mass for Lent 
 Please note that instead of reciting the Nicene Creed 
during Lenten mass, we will be saying the Apostle’s 
Creed, located on page 10 of the Breaking Bread book. 

First Communion Parents Mee ng 
Date : Mar. 15th (Sun)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Time : 2 p.m.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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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l who lead God’s people: that the Lord will enable them to accept the burdens of their min-
istry with strength and courag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who followed our mother Eve and our father Adam in sin and selfishness may be con-
verted and live.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be free to listen not only to the scripture that we like, but to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leaders of all nations, that they will not worship the gods of wealth or power or prestige, 
but will serve only the God of the widows and the poor: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he luxury of Lent: victims of war, of sickness, of drugs, of unspeaka-
ble grief or loneliness, whose lives already hold more terror or pain than they can bear,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lives are disturbed by recent events of the Coronavirus and shootings: that they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in these dark times.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Tempted to play God  
< First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March 1, 2020 

 Alone, hungry, tired, Jesus confronts Satan. Or rather, Satan confronts him. Why put up with hunger 
when you could so easily change these stones into bread? Want free publicity? Jump off the roof of 
the Temple. What a show that’d be! Not to worry. Scriptures says the angels will bear you up and 
keep you safe. You do believe the Scriptures, don’t you? Want to rule the world? I can hand you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ll at once. All you have to do is kneel before me. Forget suffering. Forget 
dying. Forget your human nature. You are God’s son, right? So use your divine powers. Play God! 
 
 It would have been so easy for Jesus to give in. But he gives us a valuable lesson: the easy way is not 
always the right way, let alone God’s way. He didn’t come to earth to gain fame or power or glory. 
Jesus was already holy. He was already God. He wanted to elevate, consecrate and liberate our hu-
manity. And the only way to do that was to become fully human, with all its weaknesses, tempta-
tions—and mortality. This story about Jesus and Satan is a confrontation between two kingdoms and 
two kings. And the confrontation continues in our daily lives. When we are tired, hurt, hungry, or an-
gry how tempting it is to take the easy way out: lie, cheat, steal, exploit, or take advantage of those we 
perceive as weaker, dumber or inferior to us. Easy, but wrong. More than wrong—sinful and evil. 
That is the way of Satan. L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we react to temptations. We 
re-consecrate our humanity to the kingdom of God by picking up 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to 
Calvar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st Sunday of Lent                                                                               March 1, 2020 (Year A)  No. 2463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2:7-9; 3:1-7 (22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5:12-19 or 5:12, 17-19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Led By the Spirit 125 
Breaking Bread Communion Here I Am, Lord  373 

Breaking Bread 

Offering Gracious God  118 
Breaking Bread Closing O Bless the Lord, My Soul  534 

Breaking Bread 

 

Christine An Chris Yang Alex Kwak Kevin Lee Nicolas Kim•Annabelle Na•Bona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Songyee Kim•Terri Kim•Brian Kim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Jesu, Jesu 142 
Breaking Bread Communion  Our Bleessing cup 361 

Breaking Bread 

Offering Come to me and drink 356 
Breaking Bread Closing Change our heart  648 

Breaking Bread 

“The Lord, your God, shall you worship  
and him alone shall you se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