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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chial Vicar 

  

 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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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영성체성가  
180번 

164번 

 주님의 작은 그릇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Kevin Kim • Edwin Shin • Agnes Na 

8시 미사 Eric Kim • Ted Park • Audrey Oh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Ryan Choi • Jacob Park • Justin Jungje Kim 

12시 30분 미사 Kyudam Cho • Ethan Lee • Lucas Lee  

5시 미사  • •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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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착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

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양들도 주

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

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

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영광처

럼, 주님의 양들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이며 성소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어머니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한 단

어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사랑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깨우침과 용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신 사랑. 사회에서 단죄받고 버

림받은 죄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들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겸손. 모든 이에게 자애를 베푸시며 온유하게 

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당신의 뜻을 추구하시려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완

성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형에 내린 유

다인들을 십자가에서 보시며 “아버지, 저들은 무슨 일

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던 사랑. 하느님의 진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며 세상을 영원한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예

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로 덮어주셨고, 세상이 회개할 것이라는 믿음과 

세상에 구원의 은총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희

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런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

늘 어머니날을 맞이하며 어머니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볼까 합니다. 

  어머니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의 가장 이상

적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어보게 됩

니다. 어머니 사랑에 대한 많은 글들 그리고 시 들은 

어머니 사랑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글 

중에서 어머니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한 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글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엄마 “사랑은 친절

합니다.” 엄마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

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엄마 “사랑은 모든 것

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

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엄마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

러지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코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자녀들만을 생각하고 어떠한 작고 큰 희생

이라도 쉬지 않고 침묵 속에서 주님께 기도와 함께 

하루하루 봉헌하는 어머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어

느 직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혼들만이 있습

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성

소는 영혼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엄마의 사랑의 성소

가 가장 으뜸이 되는 성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부활 제 4주 주일이며 ‘어머니 날’이기도 합

니다. 성모성월 오월의 아름다움이 세상 모든 어머니

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이 세상을 

더욱 따듯하게 데우고 언 마음을 녹여 서로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셍각해봅니다. 아마

도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어

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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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는 본당 첫영성체식이 있었습니다. 토요

일 14명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고백 성사를 하고, 주일 미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

을 받아 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

서 한층 성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도로 드러나고, 그 기도로 준비한 

음식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기도로 가르친 지식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기도가 아이들의 믿

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와 언제나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푸른 풀

밭으로 인도하시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며, 이리

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듯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 10:27-30) 

 

  이러한 권한은 예수님과 하느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 10: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려면 우리고 그 일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를 가

장 중요시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

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으며 아들은 그 권한으로 아버

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

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요한 10:29)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의 일치가 아니라 그 일치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

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

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참을 통해 우리

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

님의 아드님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게 오시어 수난당하시고 죽은 다음 사흘날에 부활하

신 신비의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

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사랑이 아

니었으면 태초부터 그 긴 시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도 실행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계

획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

슴에 살아 숨 쉬는 한 계속됩니다. 그 뜻이 완성될 때

까지…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

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요한 3:16) 이는 또

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입니

다.  

 

  말씀이 사람이 되실 때 그곳에 계신 성모님의 사랑

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성령에 인간

의 생명을 불어넣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키

웠습니다.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되새기

며 성장할 수 있는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우리를 키운 어머니의 사랑

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

길 바라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

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

주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

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미 많이 받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

하여 사랑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여 갈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여 생긴 갈망입니다. 서로 사랑하

라는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

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이 거짓

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나눌 때 이미 우리는 

그 일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어머니들의 모든 자녀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빛나길 기도드립니다.  

 



4 

부활 제4주일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주일 (5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랑나눔 저금통  

사랑의 꽃심기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성소 주일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 주일은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

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

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마태 9,37-38)는 그리스도의 가르

침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

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

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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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8일 

알 림 알 림 

야외 미사  

하상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5월 11일(수)  12 p.m. Shotgun Start 

저녁식사 : 5 p.m. 

장소 : Harbor Links Golf Course 

문의 :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골프대회 기부자 명단   

박일국 가브리엘 $500 박기효 베드로 $300 

어머니회 $200 형제정비 $500 

제일 장의사  $500 최윤승 데오필로   $500 

유아세례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성모님의 밤  

경로의 날 행사  

본당 야외 미사  

 

주일학교 수업 스케줄    

한국학교 수업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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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8일 

알 림 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문의 : 

반모임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6월 12일(일)까지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

Flushing 2구역 3반   

 

어머니연합회 파티 티겟 판매  

두레 성령 피정  

duraeteam@gmail.com 

Flushing 2구역 7반   

 

Fresh Meadows 구역   

 

Long Island 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Long Island 구역 5반   

 

Bayside 구역 3반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mailto:duraeteam@gmail.com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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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8일 

생활상담소 상담 

 

5월 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임상규  

 

  

  

 

  

온라인 헌금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주소 :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알 림 알 림 

안나회 일일 피정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안나회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특별헌금  

성제회 월례회  

성제회 1일 피정   

간호사회 회의  

 

베드로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총회  

 

부활 제대꽃 봉헌 추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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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eaders of our church: that they be blessed 
with the compassion and wisdom of the Holy Spiri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are hungry:  that we will help them in 
their worldly needs and insist that the political system 
share its wealth with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unemployed: that they will find a new sense 
of self-respect as well as new ways of work in a world 
that we neither control nor dominate and yet continue 
to gauge in terms of succes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se hearts are filled with avarice and de-
sire of power: that these worldly desires change to a 
desire to know the path Jesus laid before u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people at war: especially the wounded innocents 
in the Ukraine, that they may find peace through our 
effor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 from inequities of our society, 
particularly the children: that we will weep for them 
and so begin to open our hear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mothers and maternal figures in our lives: 
that we remember to respect, cherish and honor them 
for love, care, guidance and wisdom that they give to 
the children given to their care.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y 8, 2022 

2nd Sunday in Ma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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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Application Due : May 15th. (Sunday)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Liturgy students must attend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7th (Fri) - June 4th (Sat)  

We are preparing for medical mission under the 
guidance of Father Andrew Kim. For donations,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Kim.   

2022 Youth Encountering Spirit—Y.E.S. Retreat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10th)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Easter                                                                                                                           May 8, 2022 (Year C) No. 2579 

Responsorial  

Psal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flock.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 of the Apostles 13:14, 43-52 (5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7:9, 14b-17 

Communion Antiphon 

Psalm 100:1-2, 3, 5 

“Good Shepherd Sunday & Mother’s Day” 

< Fourth Sunday of Easter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fourth Sunday of Easter is called Good Shepherd Sunday because the readings describe how Jesus 
loves, feeds and most of all protects us like a shepherd cares for the sheep. But Jesus does more than that. 
He actually lays down his life for us, his sheep. Jesus loves us more than life itself. Providentially today, 
being also the second Sunday in May, is also Mothers’ Day. On this day we honor the woman who gave 
us life, and who loved, nourished, taught, and protected us. We see God in both images. 
 
   Last week my sister posted an interesting article on Facebook describing an amazing medical fact: when 
a woman is pregnant, she does more than just provide a safe place for the baby to grow. An exchange of 
cells between baby and mother takes place through the placenta. (For you medically minded people, this is 
called fetal-maternal microchimerism. Google it!) Doctors describe it as special new cells that form in the 
mother which she receives from her baby. If the mother suffers an illness, such as heart disease, these cells 
rush to the effected organ and the stems cells from the baby actually help repair the mother’s body. I have 
heard from several mothers who attest that their allergies and other chronic illnesses actually got better 
during their pregnancy. Now we have the medical explanation for this. Thus the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is much deeper than just emotional or psychological. In a real sense the mother lives on through the 
child even as the child lives on in the mother. Take a moment to reflect on what this says about not only 
our relationship to our mothers, but also what this means for the bond between the Virgin Mary and Jesus. 
We aren’t just the sheep of Jesus’ flock. In a real way Jesus lives on in us even as we do in him. A true 
comm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