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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예물준비성가 
  

216번 
221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74번 
37번 

사랑의 신비 

행복한 사람들 

파견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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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6주일을 맞아 오늘 주일 미사 복음은 루카 복

음의 6장 17절과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

수님은 참 행복과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로 다음 주일 복음은 오늘 복음에 이어 27절부터 38

절까지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

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행복선언”문으로 마태오 복음의 진

복 팔단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특이하게도 루카 

복음의 행복선언은 4단이고 그 다음 4단은 축복이 아

니라 저주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마태오 복음과 달리 

이 선언을 산 위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하십니다. 그

래서 이를 “평지 수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오 복음의 진복팔단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

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 부분

으로 하느님의 행복 즉 축복을 선언합니다. 마음이 가

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

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여덟 가지 부류의 사람들

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마태오 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

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입각하

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율법을 완성하는 새

로운 법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사랑이라고 선언합니

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의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에 산

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유

대 전통적으로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고 율법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루카 복음은 비유대인 즉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사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교의 전통과 율법보다는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역점을 두

었습니다. 따라서 루카 복음의 구원은 새로운 이스라

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

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구원 시작이요 끝이

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오늘의 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루카 복음의 6장, 특히 12절부터 49절까지가 중요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업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아니

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

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

다.  

 

 오늘 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은 12절에서 16절은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 (Apostle)”이라고 명명합니다. 사

도는 ‘사신’ ‘사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호 아포스톨

로스”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

하면서 히브러어의 “샬리아” 즉 “파견된 자”의 번역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도란 하느님 말씀을 전

하도록 파견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12명의 사도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12 지

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릅니다. 이들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모든 그리스도인

을 이끄는 각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 사도직을 승

계받은 이들이 오늘날 각 교구의 주교들인 것입니다.  

 

 12 사도들을 뽑으시고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시어 

(참조 6: 17)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축복 선언을 하

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언은 마태오의 그것과 차이

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오의 행복 1단은 마음(심

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

나 루카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고 선언합니

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

람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선언합니다. 마태

오의 선언은 보다 영성적이고 신앙적이라면 루카의 

그것은 보다 현실적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루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ANI”라는 

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과 하층민들을 포함합니다. 즉 이방

인, 과부, 아이들, 병자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

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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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므로 

이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시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 받고 어린이와 과부들이 위로 받는 세

상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은 지금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리라.”라고 미

래형으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굶주린다는 말이 마

태오의 “의로움”만이 아니라 실제적 배고픔을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라자로의 현실입니다. (참조 루카 16: 19-31) 

이는 보릿고개의 굶주림이며 우리 주변의 경제적 어

려움으로 겪는 현실적 고통입니다.  

 

 즉 마태오의 의로움에 주린 사람들은 흡족해질 것

이라고 선언하지만 루카는 현실적으로 배부를 것이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미 마리아의 노래 즉 마그

니피캇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

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

셨습니다.” (루카 1: 53) 

 

 여기의 “배부르다”는 말은 이후 오병이어의 기적으

로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다.” (9:17)와 같은 말입

니다. 즉 배고픈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6:18) 

마태오의 그것과 다르게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기쁨에 찬 웃음을 선언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은 

상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웃음에 

질투하거나 화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이 웃게 됩니

다. 한 사람의 웃음은 모든 이들의 웃음이 될 수 있습

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은 조건문입니다. 만약 미움을 

받고 소회 받고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선언합니

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

고 뛰놀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그리

스도인 박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위의 행복에 정반대

되는 사람들의 불행을 선언합니다. 이는 루카 복음에

만 나오는 대목으로 부자와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이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불행

하다고 선언합니다. 

 

 부자와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들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착취를 통해 부자가 되었

을 때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을 향한 비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자들이 나누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이들이 소외 받은 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배려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감언이설을 하는 거짓 예언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남

들이 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

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공자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득권자들에게는 거슬리

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

를 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루카 복음의 참 행복과 불행은 그 맥을 같이합니다. 

결국 하느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누리는 자의 전유물

이 아니라 갖지 못하고 소외 받은 이들이 환영받는 세

상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자와 배부른 기득권자가 하느님께 

내쳐지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영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의 축적은 불

행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

라 믿는 것도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

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예례미야

서 17: 5) 즉 우리 삶의 기본적 가치는 이 예레미야서

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중심의 일상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주일 (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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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3월 6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2월 24일(일)  

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과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거 기간 : 3월 31일(일) 

가톨릭 연방 신용 협동조합 정기 총회 

일시 : 2월 17일(오늘)  1 p.m.  성당 친교실  
총회전에 무료점심 제공합니다.  

초봉헌 명단  

안나회, 강민경 미카엘라, 강혜성 보나, 김예진  

레지나, 김지향 엘리사벳, 민 요셉피나, 박노태  

요셉, 박인숙 레지나, 박진희 아델라, 성근옥     

베로니카, 송영삼 아녜스, 신 레오니아, 신태경  

프란체스카, 오케런 미카엘라, 온예은 크리스티

나, 유숙경 수산나, 윤정희, 윤재아, 이용자  

유리아, 임운일 보나, 임정순 데레사, 정수정     

아녜스, 조복생 모니카, 추 프란치스카, 프란치스

코, 추 율리아, 최 아네스, 최옥희 발바라, 최우용 

멜키올, 최 카타리나, 익명 4명. 감사합니다.   

사무실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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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요셉회 베드로회 사목회 

3월 15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22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성령기도회 

3월 29일 대건회 어머니연합회 

4월 5일 꼬미시움 

4월 12일 울뜨레야 

4월 19일
(3 p.m.)  

사순 특강 

2019년 사순절동안 십자가의 7언에 대한 강좌가  

3월 8일(금)부터 4월 1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4월 5일(금) 제외) 8:30 p.m. 미사 후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현혈 행사  

날짜 : 3월 17일(일) 
시간 : 8:30 a.m. - 1:30 p.m.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입니

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고귀한 나눔에 동

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간호사회 - 성당 친교실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2월 21일(목) 
찬미 : 8:00 p.m.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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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또는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1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2월 25일(월) - 2월 27일(수)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 Health Fair 무료 건강 박람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인, 무료건강  

검진에 참여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날짜 : 4월 28일(일)  
시간 : 9 a.m. - 1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주최 : St. Paul 의료 선교팀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917) 254-8540 

로사리오회 피정  

일시 : 3월 22일(금) - 3월 24일(일)  2박 3일 

장소 :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NJ) 
주제 : “행복하여라”  
        그분의 길을 걷는이 모든 사람 

회비 : $150 (회원), $185 (비회원) 
기간 : 3월 10일(일) 까지 

연락처 : 로사리오회 부회장 917-558-1582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2월 12일(화) 경로의 날 행사에 음식 일체를 

고경현 바오로 형제님께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일시 : 3월 15일(금) - 3월 17일(일)  
장소 : St. Josephat’s Retreat House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비용 : $100 
집합 장소 : 3월 15일(금)  성당 - 6 p.m.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접수 : 3월 10일(일)까지   
신청 : 어머니 연합회(주일) & 사무실(평일) 
부모동의서와 비용을 마감일 전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 구역반 가정순례  

3월 10일(일)부터 6월 8일(토)까지 13주 동안  

구역반 가정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0일(일) - 3월 23일(토) : Fresh Meadows 구역 

3월 24일(일) - 4월 6일(토) : Flushing 2구역 

4월 7일(일) - 4월 20(토) : Whitestone 구역 

5월 5일(일) - 5월 11일(토) : Forest Hills 구역 

5월 12(일) - 5월 25일(토) : Long Island 구역 

5월 26일(일) - 6월 8일(토) : Flushing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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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2월 3일(일) - 2월9일(토) 23,064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204,336단 

  공동체 소식                                                                                                         2019년  2월 17일 

 김남준, 안영남, 문석현  

 

  

  

생활 상담소 

단체 및 회의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울뜨레야 월례회 

2월 17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일시 : 2월 17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2월 24일(일) 2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2월 17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시무식 및 총회 개최  

일시 : 2월 24일(일)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안건 : 신임회장단 선임 

참가대상 : 전회원, 전직 회장단(부부동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님도 참석, 격려 부탁드립니다.  
회비 : $20 (1인당) 
연락처 : 김영진 빅토리아노 (917) 488-0576 
                윤갑섭 베드로 (917) 417-6693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사목회 회의  

2월 27일(수)   9 p.m.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2월 17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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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0470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유니온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24시간 통화 가능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아카디아 학원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광고주 모집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광고주 모집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광고주 모집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3rd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February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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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204,336 decades. 

 

Jesus expanded the meaning of the golden rule, illus-
trating with the “blesseds” -those goalposts of holiness. 
We come closest to the reign of God by being poor or 
hungry or by weeping. When we are hated or insulted 
on account of the Son of Man, on that day can we re-
joice and leap for joy! Acting as God acts toward us 
opens us to great reward through the Messiah, the 
Christ. 

Sunday School 

Blood Drive  

Collection of Empty Holy Water Bottles  
Our church collects the empty holy water bottles for 
Easter. Please bring it to church. The collecting box is 
in the front of the church office.   
Collection is until Sunday, March 31st.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24.  

Medical Mission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917) 254-8540  
Date : Mar. 29th (Fri) - Mar. 30th (Sat)  

Friday Night Meeting  
Meeting will resume on Feb. 22. (Fri).  

2019 High School Workshop  
Date : Mar. 15th (Fri) - Mar. 17th (Sun) 
Wher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Address :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Cost : $100 
Departure time : Mar. 15th (Fri), 6 p.m. at church 
Arrival time : Mar. 17th (Sun), 5 p.m. at church  
Supplies : toiletries, towels, Nalgene water bottl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and waiver form, 
along with the fee, to the church basement (on Sun-
days) or Church office (weekdays) by Sunday, March, 8, 
2019. 

Our church is waiting for the doctors and other practi-
tioners who will participate in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ioners, and practice God’s love.  
Date : Sunday, April 28th 
Time : 9 a.m. - 1 p.m.  
Place : education center  
Contact : isypodiatry@gmail.com 

Lectures for Lent  
Date : Mar. 8th (Fri) - Apr. 12th (Fri) except first Fri-
day, April 5th.  
Time : after 8:30 p.m. mass  

Marriage Pre Cana 
Date : Sat. May 4th  
Time : 1:30 p.m. - 7 p.m.  
Place : Fr. Thomas Education Center - Chapel  
Cost : $40 per couple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 and refresh-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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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under persecution, that the faith and sacraments may hold the people togeth-
er,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our nation: that the unemployed and the hungry may receive justice, let us pray the Lord. 
◎ 

 For believers who are hated and abused, that they may rejoice in the hope of resurrec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men and women in our diocese, that they may respond to Christ’s call to priesthood and 
the religious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faithful departed, that our prayers and Masses may help them to obtain the Lord’s 
mercy.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Are We Blessed Or Cursed? 
<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February 17, 2019 

  Most of us are familiar with the Sermon on the Mount in Matthew’s gospel. Today’s gospel according 
to Luke gives us, instead, the Sermon on the Plain. What’s going on? Well, by putting these sayings of Je-
sus on a mountain, Matthew is portraying Jesus as the new Moses. Luke, for his part, has all the people 
standing on a level field to underscore the new equality we enjoy in Christ. Rich and poor, men and wom-
en, children and adults, sick and healthy, Jew and Gentile: all are equal. 
 
  This equality has consequences. To attain equality, the upper class must be lowered and the lower class 
raised. The hungry must be fed, but those who are full must go hungry. Sounds pretty revolutionary, till 
you realize these very ideas were proclaimed by the Virgin Mary: “God has cast down the might from 
their thrones and has lifted up the lowly. He had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Luke 1:52-53) The gospel of Jesus is revolutionary. It turns the world upside down. 
 
  To drive home his point, Luke not only lists those who are blessed (the poor, the meek, those who 
mourn etc.) but he adds a list of those who are cursed: the rich, the powerful, the HAPPY! Luke doesn’t 
want us to be weak and miserable. Rather he is saying ALL conditions are temporary and everything 
changes. Today we may be happy, but the day will come when we will weep. But if we are weeping now, 
the day will come when we will smile once more. Life conditions constantly change. The only unchangea-
ble is Chris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7, 2019 (Year C)  No. 2408 

Responsorial Psalm   ◎  Blessed are they who hope in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17:5-8 (7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5:12,16-2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Selena Park Andrew Oh Kristin Choi Jasmine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Lead Me, Lord 630 
Breaking Bread Communion On Eagle’s Wings 

Seek Ye First 
436 
435 

Breaking Bread 

Offering We Walk by Faith 496 
Breaking Bread Closing Beatitudes 63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Blest Are They 140 
Children’s Mass Communion 292 

Children’s Mass 

Offering Angel of Mine 227 
Children’s Mass Closing 147 

Children’s Mass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the kingdom of God is y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