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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21번   한 많은 슬픔에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파견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장 창 규  김 성 진  박 지 희  Dylan Park • Sara Kim  

8시 미사 김 지 은  정 봉 재  백 정 덕  김 철 순  Annie Mun • Jacob Park 

9시 30분 미사  Christine An Natilie Shon Stella Park Regina Lee • Thomas Choi  

11시 미사  오 캐 런  박 성 원   김 월 중  한 해 남  Mina Kim • Kasey Lee 

12시 30분 미사  홍 정 순 강 석 구  강 석 구  임 칠 성  전 례 부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한 글로리아  김 남 효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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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사순 제4주일     

  벌써 사순 제4주이며 2021년 3월 14일 주일을 맞

이하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

까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작년 3월 14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기억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4일은 사순 

제3주 주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꼭 9/11

과 같이 우리 기억 속에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세계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 또한 교회 역사에도 처음 있었던 

일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3월 14일 코로나로 소식으로 뉴욕이 어수선

한 상태에서 저녁에 교구장님께서 15일 사순 제3

주 주일 미사 후 교우들과 드리는 미사는 없고 코

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성당 문을 닫는다는 공문을 

받은 날입니다. 그다음 날 주일 미사 때마다 이 소

식을 공지하였고, 주일 저녁 6시 미사를 드렸던 나

는 그날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이 소식을 공지했습

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에 성당에서 교우들과 드리는 

미사가 최소화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어놓은 코

로나. 작년 7월부터 본당에서 교우들과 드리는 미

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쓰나미가 몰고 온 

어두움은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풍습, 사

회 구조,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이 모든 것에 큰 영

향을 미쳤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우

리는 많은 손실과 아픔, 고통과 수난을 겪고 있습니

다. 임종을 지켜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갑자기 떠

나보낸 자녀들의 슬픔.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전전

긍긍하며 그 통증과 아픔을 견디어 내야 했던 분들. 

코로나 환자를 돌보면서 전쟁터에서 총알에 쓰러

져 가는 군인들처럼 죽어나는 환자들을 속수무책

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 의료진들. 사회 거리 

두기 및 격리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가게 

문을 못 열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 코로나 감

염이 두려워 두문불출하며 지낸 사람들. 학교 수업

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과 부모들

의 고충. 코로나로 겪고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한다

면 몇 밤, 며칠을 적어도 끝이 보이질 않을 것입니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많은 어두운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던 일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교우분들이 없이 내 목

소리만이 메아리치는 텅 빈 성당과 부주교자 성당

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인터넷

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선만 느끼며 홀로 봉

헌하던 미사들. 

  그러다 작년 7월에 들어서 본당에서 교우들과 함

께 드리는 미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한 분, 한 분이 성당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활짝 미소 지으며 인사하며 안부를 묻

는데 꼭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과 같이 기

뻤고, 설레이는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 했고, 교우 

한 분 한 분이 참 반가 왔습니다. 성당 문 앞에서 인

사를 나누면서 이 교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

한 분들인지 다시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이제는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비하신 예수

님의 성심을 공경하며 은총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서

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으로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

늘 사순 제4주를 맞이해서 묵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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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이사 66, 10-11 참조) 
 

  오늘은 사순 제4주일 Laudate (기쁨) 주일입니다. 오

늘은 주례 사제가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의 제의를 입

습니다. 이는 전례를 통해 다가오는 부활의 기다림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기쁨 주일은 Laudate 주일이라 하는 이유는 라

틴어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

다. 오늘 입당송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여

라.” 하고 시작한 데서 연유합니다.  
 

  사순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절제와 재계를 통해 우

리는 예수님께서 겪은 유혹과 수난 그리고 죽음을 간

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부활의 기쁨

을 얻으려 합니다. 따라서 사순 재계는 단순히 고통

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험장이 아니라 희망의 노력입

니다. 따라서 부활의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 고통스

럽고 어렵지만 또한 설레고 기쁜 여정이라는 것을 잊

지 않기 위해 오늘 기쁨 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 언 땅이 녹고 따스한 바람이 얼굴

이 스치니 괜스레 마음이 설레는 봄이 완연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편안한 모

습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참 많습

니다. 올해 부활절은 작년에 못 한 것까지 더해 두 배

의 기쁨으로 가슴 벅찬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본당 식구들이 미사에 참례

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주일 

본당도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

나회의 백신을 맞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성당 친교실

에서 매주일 예년과 같이 건강 음식과 식재료 판매를  

개시했고, 로사리오회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은 사

람들을 주축으로 음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활기를 띠는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안전

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리 두기를 지

키고 마스크 착용과 매 미사 후에 철저한 성당 방역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끝났

다고 공식 선언될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당 사정을 주변에 아직도 두려움에 주일 미

사 참례 대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일 미사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않아서 성당

에 다시 나오는 것이 왠지 어색하거나 귀찮아진 분들

을 위해 말씀드리면, 주일 아침 용기를 내어 미사에 참

례하시고 나면 가슴이 뿌듯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

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하느님을 공동체와 함께 경배하

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미사가 바로 가장 기본적

인 경배입니다. 비록 현재는 팬데믹으로 미사 참례 의

무가 관면이 되었지만 미사 참례가 위험하지 않으면 

참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

게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은 하느

님의 외 아드님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구하기 위

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장)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런데 안타깝께도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

아한다고 복음 사가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

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가는데 이는 

자신이 한 일들을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

입니다. (참조 요한 3: 14-21)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팬데믹의 종식을 기다

리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두려워 

잔뜩 움츠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도 바이러스가 두

려워 미사 참례도 못 하고 견뎌왔지만,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과 함께 더 밝고 즐겁고 설레는 일상이 되

길 바랍니다.  
 

  부활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는 어둠을 찾는 이들이 아

니라 빛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

닫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

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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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4주일 

둘째 주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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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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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십자가의 길  

예비자 교리  

특별헌금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사순 특강  

사순 피정  

유아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성금요일)   

사순 판공성사  

야외 십자가의 길    

사랑나눔 기금   

로사리오회 메주  

배종섭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부활 제대꽃 봉헌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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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판매  

미동부북 ME 부부 줌 피정  

코비드19 검사  

두례 월 기도모임  

    울뜨레야 월모임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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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생활 상담소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생활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알 림 알 림 

헌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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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 Fourth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March 14,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 are two kinds of plants. Most are phototropic. That is, they turn toward the light. 
A sunflower is a perfect example of a phototropic plant. Its flower actually faces towards the sun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day. Even the Korean translation, 해바라기, names the flower after the 

sun it faces. Other plants, however, are actually skototropic. That is, they turn away from the light and 
towards the dark. Ferns and ivy seek out shade in which to grow. Likewise in the animal kingdom, 
there are two kinds of animals. Some animals are phototropic. That is, they are attracted to light. 
Moths are a perfect example. They are irresistibly drawn to light. (Many years ago in the 1970s there 

was an infestation of 독나방, or poison moths, in Korea. These moths created itchy rashes on your 

skin like poison ivy. To bring these moths under control, the government ordered everyone to turn off 
all lights at night. Bon fires were lit around the country, and attracted to the fire that consumed them, 
within a few days the poison moth menace had vanished.) 
 
  But some insects are skototropic. They flee from the light. If you’ve ever turned the kitchen light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you’d see cockroaches fleeing in search of the dark. And there are also two 
kinds of people: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light and others who prefer darkness. Jesus came into 
our world to be the light in our darkness. Rather than repent, evil men decided it was easier to snuff 
out his light. But truth be told, each of us is both attracted to light as well as to darkness. We can turn 
on the light of the gospel and look at the reality of our life and make changes, or we can extinguish the 
light and hide our faults and sins in darkness. Lent is the time to turn on the light and ask God to wash 
away our sins. What kind of person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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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 for March   
Mar. 14th (Today)   Catholic Relief Services 

Lent Confession  
Date : Mar. 23rd (Tue)  
Time : 10 a.m.—12 p.m. & 7 p.m.—9 p.m.  

Blood Drive  
Date : Mar. 21st (Sun)        

Time : 8:30 a.m. - 1:30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Your donation will help to save up the THREE lives. 

Our community hospitals need your help. Please 
share this lifesaving gift.           

Durae Monthly Prayer Meeting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is hosting a monthly 
virtual prayer meeting. We invite high school stu-
dents and young adults for small group discussion, 

praise and time of prayer.   
Please contact us for the Zoom log in information via 
email or Instagram. 

Time: Every 3rd Saturday at 8:30PM              
Email- duraeteam@gmail.com 
IG- @_durae 

Father Joseph Veneroso Feast Day  
March 19th (Fri) is St. Joseph Feast  Day. We ask for you 
prayers for Father Joseph Veneroso.  

COVID19 Test  
Date : Mar. 18th (Thu)   
Time : 9 a.m. - 4 p.m.  
Place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9:30 p.m. at the test site.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of Lent                                                                                                          March 14, 2021 (Year B)  No. 2518 

Responsorial  

Psalm 

  

 

 For all Christians: that we recognize Christ in the living words of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seek Christ: that we recognize Christ in the words of the Scriptur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among us who are having a difficult time: that we recognize Christ in our neighbors' need 

for help,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oppressed and wronged by their government: That we recognize Christ in people’s 

cries for justice, especially in Burma,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hat are in mental and emotional distress: That we recognize Christ in all suffering we se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feel that they are better Christians than others: that we recognize Christ in all his fol-

lowers,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Chronicles     
   2 Chronicles 36:14-16, 19-23 (3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2:4-10 

Communion Antiphon 

   Jerusalem is built as a city bonded as one together.    
   It is there that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the Lord,    
   to praise the name of the Lord.  

Psalm 137:1-2,3,4-5,6 

We 

 are  

his  

handi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