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순 제3주일                                                                   2020년 3월 15일(가해) 2465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창 규 박 명 숙  조 은 경  Jasmine Lee•Kevin Kim•Jacob Park 

8시 미사 오 규 화  정 봉 재  김 신 화  김 철 순  Jung Won Lee•Ryan Choi•Mina Kim 

11시 미사  황 성 숙  조 민 교  하 명 주  주 호 종  Dylan Kim•Jayson Choi•Claire Lee 

6시 미사  문 소 영  김 남 효 왕 은 희  신 은 혜  윤성두•전가별•강병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124번 

예물준비성가 
  

217번 
28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영성체성가  
 

156번 
515번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파견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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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사 목 단 상 

 오늘 사순 제3주일을 지냅니다. 사순의 자비와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화시키어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코로나바이러

스로 삶이 더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 계속됩니

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고국에서의 바이러스 창

궐로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위험이 우리 

곁에서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처럼 우리 곁

에 다가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보다도 두려움과 

공포가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들 두려움에 떨

어 움츠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주의하

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떨어 일생 생활

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

는 부작용이 생기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스트

레스가 쌓여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

다. 

 또한 두려움은 불필요한 사재기를 조장합니

다. 이미 마스크와 소독제가 동이 나서 그 가격

이 열 배 스무 배  뛰었으며 어떤 것은 백배 이상

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화장지와 물이 

동이 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쌀과 라면 사재기

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중국이나 고국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일

단 속단할 수는 없어도 확진자가 줄어드는 뜻하

니 다행입니다. 우리 뉴욕의 문제도 우리의 노력

에 따라 결국은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

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위생에 철

저하고 정신적 자신감으로 자기 건강을 챙기어 

바이러스에 대항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

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

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헤

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영도자 모

세를 죽일 듯이 화를 내어,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해결책을 주십니

다. 두려움에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당당함

으로 맞서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

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화가 나고 누군가

가 야속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하여 

다음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

는 신앙의 힘이며 신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믿

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 1) 

다음은 지난 금요일 브루클린 교구장이신 디마

지오 주교님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사

태를 맞아 발표하신 교회 대책과 우리 본당 자체

적인 대책입니다. 잘 읽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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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장이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미사는 추후 교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참례를 관면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휴교합니다. 현재 첫영성체는 5월 

31일로 연기되며, 견진성사는 날짜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의 워크숍 및 피정, 모든 행사가 취

소됩니다.  

 한국학교 휴교합니다.  

 미사 후 모든 단체 미팅 및 행사는 취소됩니

다.  

 친교실 안의 교실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목회 안내데스크에서 하던 업무는 성당 사

무실에서 합니다.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로 오십시오.  

 주일 아침에 마련되어 있는 커피와 베이글 테

이블이 없습니다.  

 주일 점심식사 판매가 중단됩니다.  

 성당 친교실에 있는 모든 성물 판매가 중단됩

니다.  

 간호사회에서 주관 하던 건강 체크가 중단됩

니다.  

 케루빔, 로고스 성가대 연습이 중단되며 학생 

미사와 어린이 미사 때 성가대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의 월례회는 중단됩니다.  

 주일에 운영되던 스쿨버스가 운행을 중단합

니다.  

 요셉회 회관이 임시 폐쇄됩니다.  

 생활상담소의 상담 일정이 모두 취소됩니다.  

 반별 예물 봉헌이 취소됩니다.  

 성당 내 특별 활동 및 프로그램이 취소됩니

다.  

 예비자 교리반이 잠시 휴강합니다.  

 

 사순 특강과 사순 피정이 취소됩니다.  

 사순 판공성사는 추후에 결정되는 즉시 공지

합니다.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은 있으나 단체별 초

봉사의 봉사자는 없습니다.  

 

 레지오는 현재 모든 쁘레시디움 모임과 꾸리

아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각 구역 반 모임도 당분간 모임을 취소합니다. 

 

위의 모든 비상 대책은 별도의 브루클린 교구장

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미사  |  Mass 

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그녀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순  
시기는 주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새기는 때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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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3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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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십자가의 길 - 미사 독서 단체 

일자 

3월 20일 어머니연합회 

3월 27일 꼬미시움 

4월 3일 울뜨레야 

사순 특강 취소  

3월 20일(금)과 3월 27일(금) 예정되어 있는 사순 

특강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자분들의 참고 바랍니다.  

분실물 찾아가기  

성당 사무실 앞에 있는 분실물함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헌혈 행사 

사순 피정 취소  

3월 29일(일)  2 p.m. - 6 p.m.까지 예정되어 있는  

‘가상칠언’ 주제로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의  

사순 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자분들의 참고 바랍니다

특별헌금  

4월달 봉성체  

4월달 봉성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유니온 널싱홈 미사  

4월달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부활 판공성사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브루클린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기도봉헌 십자가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취소  

3월 22일(일) 12:30 p.m. 예정되어 있던 기도모임

이 취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치유 예절  

날짜 : 3월 19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분들 참석 바랍니다.   

배종섭 요셉 신부님 영명 축일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날짜 : 3월 22일(일)  & 3월 29일(일)  

시간 : 11 a.m. 미사 중  

각각 예식이 다른 관계로 이주간 참석 하셔야  

합니다. 대부모는 꼭 참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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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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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취소  

3월 20일(금) - 3월 22일(일) 예정되어 있는  

워크샵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기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친교실에 있는 사목회 안내 창구나 본

당 사무실을 통해 본당 50년사 편찬 위원회 앞으

로 전해 주십시요. 본 위원회에서 가능한 조속히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겨울철 독감 유행으

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 오

실때와 나가실때 꼭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항상 

손을 충분히 소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izza Night  

첫 영성체반 부모모임 (1차) 취소  

3월 15일(오늘)  2 p.m.에 예정된 첫 영성체반  

부모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모교육 (3차) 취소  

3월 29일(일)  10:30 a.m. 에 예정되었던 주일학교 

부모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일학교 판공성사   

평화의 인사 생략  

브루클린 교구에서 내려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여 내려온 지침입니다. 

 * 성수대의 성수는 당분간 금지한다. 

 * 영성체 때에 성혈은 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평화의 인사는 생략한다.  

위의 3가지 지침이 현재 교구 방침입니다.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생략합니다. 위의 지침은 한시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뉴욕시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알 림 알 림 

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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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취소  

3월 22일(넷째 주일) 예정인 생활 상담소가 취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활 상담소  

도네이션  

평일저녁 고백성사  

사목회가 주최하고 생활 상담소가 주관하는 3월 

22일(일) 예정되어 있는 학자금과 대학교육 관련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미나 일정은 

추후에 공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임철성 라파엘 (718) 578-8584  

안나회에서 기도뜰 조성기금으로 $10,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솜씨 사생대회에 김재국 요셉 $200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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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Gospel Reading is  

John 4:5-42 or 4:5-15, 19b-26, 39a, 40-42 

In page 86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3rd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March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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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Apr. 3rd (Fri) - Apr. 4th (Sat) 

Sunday School 

3rd Sunday of 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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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  
Mar. 22nd (Sun)   Catholic Relief Services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Cancelled  
Date : Mar. 15th (Today) 

Lectures for Lent Cancelled  
 Date : Mar. 13th (Fri) - Mar. 27th (Fri)  
Lectures for Lent have been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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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t Confession  
Tue.,  Mar. 31st : St. Paul Chong Ha Sang Church  
Wed., Apr. 1st : Bayside Church 
Thu., Apr. 2nd : Brooklyn Church 
Fri.,   Apr. 3rd : Woodside Church  
Time : 8 p.m.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Lenten Confessions (Mar 31) 
Junior Legio meetings (Sundays) 
Sunday School (Sundays) 
High School Workshop  (Mar 20-Mar 22) 
Logos and Cherubim practices and choir (Sundays) 
Lectures for Lent (Fridays during Lent) 
Korean School (Saturdays) 

Catholic Masses on TV and Streaming 

Because of the recent health crisis that is gripping our 
country and the recommendation that all should avoid 
gathering in large groups, it will be difficult to go to 
mass, especially Sunday mass. Though there is a special 
dispensation given by the Bishop DiMarzio due to 
Covid 19 (Coronavirus), the faithful are allowed to not 
attend Sunday mas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mass is not taking place. With the power of modern 
technology, mass is available online and on tv. EWTN 
schedules daily mass as well as Sunday mass. The chan-
nel is available on Spectrum, Verizon Fios and RCN. 
The channel listing is available on their website 
(https://www.ewtn.com/tv/channel-finder). Also, 
there is a website called The Catholic Faith Network 
(https://www.catholicfaithnetwork.org/) which 
streams mass from St Patrick’s Cathedral and St Agnes 
Cathedral. The times of the masses are given on their 
website. As an added note, the rosary is also streamed 
daily as well. [And if you have ROKU, the EWTN app 
is also available.] 

https://www.ewtn.com/tv/channel-finder
https://www.catholicfaith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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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l who exercise the authority in Church: that they may be open to the problems of those un-

der their car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coholics, drug users, unwed mothers and all those who the world rejects: that Christians 

may offer them encouragement, help and recover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ose Samaritans of today who encounter bitterness and rejection in service of others: 

that their commitment to love may be stronger than their desire to be love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ose who leave their homes and friends to help people in our own country or in far off 

lands: may they themselves grow as they help other develop and learn even as they teach.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be channels of God’s love and healing to those who are wounded in body, mind or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Thirsting for Life and Love  

< Third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March 15, 2020 

 For the Hebrews, recently freed from captivity in Egypt,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slaves in 
Egypt was being free in the desert. As slaves, although they were treated harshly, but at least they had 
food and shelter. In the desert they had freedom, but they we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else. That’s 
why they complained to Moses. God heard their complaint (again!) and gave them water —from a 
rock! God provides. 
 
 In the gospel, Jesus is passing through Samaria at noon. He encounters a Samaritan women who has 
come to draw water at the hottest part of the day, to avoid the judgmental stares and gossip of her 
neighbors. Jesus breaks protocol by talking to her, and she expresses shock that a Jewish man would 
initiate a conversation with a Samaritan woman. Notice when Jesus tells her to call her husband, she 
replies that she doesn’t have one. But Jesus doesn’t call her a liar. You can almost hear him laugh as 
he admits she told him the truth: she doesn’t have one—she has had five and the man she has now is 
not her husband. The woman is impressed, as much by Jesus’ knowledge as by his mercy. Notice how 
her understanding of him rises from man to Jew, to sir, to Lord, to Messiah. Indeed, she is the only 
person in the Bible to whom Jesus admits being the Messiah! And she runs to tell the villagers. No 
more shame. And she leaves her jar behind. Her deeper thirst has been satisfied. Lent helps us realize 
only God can satisfy our deepest thirst and hunger. Like her, let us spread the good news. We have 
found the Messia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Lent                                                                                 March 15, 2020 (Year A)  No. 2465 

Entrance Antiphon 

My eyes are always on the Lord, for he rescues  
   my feet from the snare. Turn to me and  
   have mercy on me, for I am alone and poor.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17:3-7 (28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5:1-2, 5-8 

Communion Antiphon 

   For anyone who drinks it, says the Lord,  
   the water I shall give will become in him  
   a spring welling up to eternal life.  

 

9:30 A.M. MASS 

Opening          I Heard The Voice of Jesus 462 
Breaking Bread Communion Come to Me And Drink  356 

Breaking Bread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437 
Breaking Bread Closing Lift High the Cross 703 

Breaking Bread 

 

Ethan Lee Cristine An Student  Dylan Park Andrew Oh•Jason Yoo•Jake Moo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Seo Yeon Choi•Jin Tae Kim•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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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