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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8번 

171번 

 오묘하온 성체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241번  바다의 별이신 성모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Mina Kim • Chloe Lee • Julia Jun  

8시 미사 Edward Oh • Monica Kim • Jacob Lee 

9시 30분 미사  Regina Lee • Luna Bae • Ruby Evans 

11시 미사  Katherine Park • Bona Lee • Olivia Baek  

12시 30분 미사 Annie Mun • Justin Lee • Gloria Chang  

5시 미사  •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5월 15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 어느새 오월의 성모 성월의 셋째 주일로 부활 

제5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 시기가 무르익어가면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에 더욱 깊게 영향을 주기 바

랍니다. 

 

   부활 시기에 성모 성월의 맞아 성모님의 절대적인 

신앙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유언

으로 어머니로 모실 것을 명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며 닮으려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화요일 저녁 ‘성모님의 밤’ 행사를 성대

하게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에 참석하여 

더욱 따듯한 기도의 밤이 되었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

랑을 느끼는 훈훈한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어

머니들을 공경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 주일 어머니의 날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

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반성

해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어

머니들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경

험하며 배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며 우리는 성

모님의 사랑을 기립니다. “엄마”라 부르는 그 한마디

에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내가 네 옆에 있다.”는 위로

를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제

자들에게 곧잘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 당신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당신 곁에 있던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당부합니

다. 그리고 어머니께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

씀하십니다. 가장 두렵고 슬플 상황에서 새롭게 형성

된 모자 관계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그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

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단순히 홀로 남게 되는 

어머니를 당부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의 공동

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느님의 사

랑과 가장 닮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입니

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

과 세상적으로 잠시 떠나더라도 함께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라는 의미입

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교회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교

회는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 그 

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족 공동체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 성모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인 이유입니다. 부활 시기에 

묵상하게 되는 부활의 신비는 또한 세례와 견진 그리

고 성체 성사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견진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

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느님의 자

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인 성체 성사

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따라서 부활 시기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견

진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받게 

될 세례 성사의 의미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로 하느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나

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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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

며, 우리 삶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

다.  

 

   성체 성사는 역시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유지 성장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

어야 하듯이 영적 삶과 성장을 위한 일용할 양식 또

한 중요합니다. 성체(그리스도의 몸)가 바로 우리의 

영적 일용할 양식입니다. 따라서 매 주일 미사 참례는 

참 중요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례하여 말씀을 듣고 성체를 통

해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

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징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섬

기는 겸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서술에

서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빵 나눔보다는 제자들의 발

을 씻어주는 모습을 더욱 강조하며 그를 통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은 요한복음의 13장의 내용으로 예

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해 모인 제자들의 발을 씻

어 주시며 당신의 다가오는 죽음을 알려주시고 마지

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

시지 않고 그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즉 공관복음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으신 후 사흗 날에 부활하

실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요한 

복음에서는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

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

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

다.” (13: 31-33)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

하지만 33절의 “너희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하

는 부분에서 이별이 임박했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다가오는 수난과 죽음을 직

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번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도,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

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예고와 함께 남긴 당신의 유언은 이것입

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라.” (13: 34)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

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 35)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서로 사랑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겸

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 

죄를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품어주려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일곱 번의 이른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회개하려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의

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을 언제나 용서하고 사

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십니다. 당신이 섭섭해도 참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

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

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오월에 성모님을 기억하고 어머

니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가 아니라 

‘사랑합니다.”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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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냅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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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성사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중에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유아세례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본당 야외 미사  

 

유아세례 부모교육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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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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선교 도네이션  

배태분 데레사 $100, 익명 $200 도네이션 하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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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aulcamp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200 우드사이드 성당 $500 

J-Win  $500 Thomas Lee $500 

권정학 요한  $500 이교선  $300 

권문수 $300 김철순 다미안  $300 

천병수 바오로 $300 대건회 $200 

이경재 베네딕도 $200 이원호 바오로 $100 

김진성 안드레아  $100 김영진 빅토리아노 $100 

박주영 리따 $100  

주일학교 휴교  경로잔치 도네이션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문의 : 

선교 

여름캠프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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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반모임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5월 15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안나회 일일 피정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안나회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성제회 월례회  

성제회 1일 피정   

간호사회 회의  

 

베드로회 월례회  

 

Long Island 구역 3반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어머니 연합회 총회  

 

Bayside 구역 3반   

 

Flushing 2구역 2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울뜨레야 바베큐 파티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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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5월 22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온라인 헌금  

  

 

  

  

성체조배 안내 

평일 성체조배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주소 :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정신건강 세미나  

일시 : 5월 29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강사 : KCS 공공보건팀 

주최 : 사목회  

세미나 후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세미나  성체조배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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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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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ur lives may preach the Good News to the 
places where we liv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might commend all our lives and works to 
God, trusting to his grace for their fulfillmen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ight stay a little while with those who 
simply need someone to be ther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love for the Lord and each other may open 
a door of faith for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love we have for the Lord may help us 
build the new Jerusalem.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y 15, 2022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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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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tis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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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Liturgy students must attend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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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ension Of The Lord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unday  School 

Summer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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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5th Sunday of Easter                                                                                                                          May 15, 2022 (Year C) No. 2580 

Responsorial  

Psalm 
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 my king and my God.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4:21-27 (5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1:1-5a 

Communion Antiphon 

Psalm 145:8-9, 10-11, 12-13 

What Must You Do To Be A “Good” Catholic? 

< Fifth Sunday of Easter > 

By Fr. Joseph Veneroso, M.M.  

   I hear all kinds of reasons why people stop coming to church. For some, the church,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oo political or they disagree on the church’s position on certain issues. Others may have encountered 
a judgmental priest or perhaps the parish community wasn’t welcoming or was cliquish. On the other side are 
those people who think it’s just too hard to be a good Catholic. Too many rules and too many rituals. Believe it or 
not, all of these people might have difficulties with the church but might still actually be a good Catholic. Think of 
it this way: a person might go to Mass every day, pray the rosary every night, study the Bible and even take a bath 
in holy water yet still not be a good Catholic. Why? Because being a good Catholic isn’t about rules and rituals, it’s 
about having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and a loving relationship with others. 
 
   In Jesus’ time there were 613 commandments. The Pharisees believed if they kept all these commandments, they 
could be good Jews. But Jesus showed them they had it backwards. First you start with a personal encounter with 
God’s mercy and forgiveness. Then out of joyful thankfulness you show your gratitude by following the com-
mandments. First the relationship, then the rules. To drive home this point, before he left this earth, Jesus boiled 
down all the commandments to just one: love one another. We don’t have to travel to some far away country to be 
a good Catholic. We just need to treat each other with the respect and dignity they deserve by being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nd by being redeemed by Jesus on the cross. Take the love you feel for Jesus and dis-
tribute it throughout each day to everyone you meet. Do this and you will be a good Catholic and, more, a holy 
disciple of Jesus.  

As I have loved you,  
so you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