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3일(다해) 2410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최 미 화  

8시 미사 김 수 진  이 재 명  윤 수 연  박 영 서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최 향 이  주 호 종  

6시 미사  송 지 연  이 승 룡  신 은 혜  선 다 형  전가별·홍혜진·손신애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26번 이끌어주소서 

예물준비성가 
    5번 
342번 

찬미의 기도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78번 
171번 

성체 앞에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280번 성 요셉 찬양하세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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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세상을 하얗게 덮은 흰 눈으로 시작한 춘삼월의 모

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세상이 깨끗해지면 얼

마나 좋을까 하는 아이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더럽혀졌어도 그 더러움을 걷어내면 

다시 깨끗해지리라는 희망이 우리가 다시 오늘을 시

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 천안에서 시작된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은 

민초들의 만세 소리가 희망의 함성이고 이 함성은 단

지 분노의 함성이 아니라 각성의 함성이고 이 함성으

로 민족의 독립운동은 구체적으로 각지에서 일어나고 

1945년 독립의 초석이 되었고, 그 함성이 100년이 지

난 지금 자랑스러운 나라와 긍지와 자유의 초석이란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시골에서 시작되는 작은 

함성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지

표가 되어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모두

가 우습게 여기는 작은 목소리가 진정한 진리의 소리

일 때 이는 커다란 함성이 되고 세상을 바꿉니다.  
 
 한낱 목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을 바

꾸는 거대한 함성이 되리라고 믿었던 이는 많지 않았

습니다. 그 소리가 한 사람이 듣고, 두 사람이 듣고, 급
기야 열두 사람이 듣고 따르면서 세상 끝까지 그 소리

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함께 지르는 함성이 됩

니다.  
 
 그 소리는 진리이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소리가 바

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이들

과 믿지 않는 이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

한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수님은 언제나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오 복음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설명하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

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

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

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오 13: 10-13) 
 
 비유의 말씀은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이 듣는 이의 마

음을 열고,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여 이

해를 돕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청각 교육 같습니다. 
또한 비유의 말씀은 실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

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와 원래 의도한 말씀을 이

해하고 믿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연중 제8주일의 복음은 지난 두 주일 

동안 들은 루카 복음의 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평지 교훈을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

다.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의 시작은 안식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당신의 하느님의 법에 대한 권위를 선포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치

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로 세상 구원을 시작하십니

다. 그 시작의 발판으로 12 사도를 뽑으십니다. 이 사

도들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제자들이었습

니다. 바로 작은 소리가 모여 함성이 되게 하는 구원

의 조력자이며 주체세력이 되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로 가십

니다. 평지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지의 사람들은 

농민이나 상인 같은 소시민이거나 소외 받은 사람들

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바로 두 주 전 복음인 “참 행복과 불행 선언”입니

다. 지금 가난한 이와 갖은 이, 지금 슬퍼하는 이와 웃

는 이, 지금 배고픈 이와 배부른 이, 진리를 말하여 박

해받는 이와 당장의 이익이나 박해를 피해서 남이 듣

기 좋은 말을 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전자

는 행복한 이들이며 후자는 불행하게 될 것임을 선언

하십니다.  
 
 영성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구체적 삶

의 기본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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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삶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에 중립을 포기하면서 194년 의회 연설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자유를 선언합니

다.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는 미국인들이 영유하

는 네 가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입

니다. 이는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아주 크리스천적인 자유입니다. 바
로 인간의 기본 행복 권리 추구에 대한 보장입니다.  
 
 루카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

늘날 커다란 함성으로 세상에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

해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황금률이 있

습니다. 그 황금률이 바로 지난 주일의 복음 (루카 6: 
27-38)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

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

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

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

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36-38) 
 
 오늘의 복음은 이렇게 참 행복과 황금률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뭇 민초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바로 

역지사지의 교훈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
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기반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먼저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가장 아는 

이는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

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진실을 교묘하게 왜

곡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또는 자신을 드러내

기 위해 가혹한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깎아 내립니다.  
 
 창세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

님께 꾸중을 들을 때 아담은 이브를 이브는 뱀을 탓했

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를 상상해보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만화의 한 장면같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느님처

럼 자비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를 이렇게 말

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이는 기초도 없

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그럴듯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집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험한 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월의 눈은 마치 한여름 팥빙수 같습니다. 하얗게 

쌓인 얼음 가루가 숟가락질 몇 번에 곧 다 녹아버리듯

이 삼월의 눈도 아침 해가 뜨자 바로 녹아버렸습니다. 
아침의 새하얀 아름다움은 그저 내 전화기 사진으로

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녹은 눈은 땅으로 스며들어 새봄의 싹을 트

게 할 수분을 공급할 것입니다. 눈이 눈에서 사라져도 

땅속에서 새 생명에 도움을 주듯이 하느님의 말씀도 

그저 귓전만 울리는 빈 깡통과 같지 않고 우리 가슴으

로 녹아들어 새로운 삶, 즉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삶을 

사는 자양분이 되어 세상의 함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삶의 구체

적 연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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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회 피정  

안나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볼링 대회  

일시 : 3월 3일(오늘)  2:30 p.m. - 5 p.m.  
장소 : 와잇스톤 볼링장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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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칠언에 대한 강좌가  

3월 8일(금)부터 4월 1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4
월 5일(금) 제외) 8:30 p.m. 미사 후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상칠언  

제1언 말씀 : 
 

제2언 말씀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3언 말씀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제4언 말씀 : 

제5언 말씀 : 목마르다. 
제6언 말씀 : 다 이루어졌다.  
제7언 말씀 : .  

현혈 행사  

날짜 : 3월 17일(일) 
시간 : 8:30 a.m. - 1:30 p.m.   
문의 : 간호사회 - 성당 친교실  

과달루페 성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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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성체 

일시 : 3월 8일(금)  9  a.m.  

재의 수요일  

3월 6일(수) 7 a.m. & 8:30 p.m. 미사 (재의 예식)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3월 8일(금)  10:30  a.m.  

서머타임 실시 (Daylight Saving) 

3월 10일(일)부터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이 실시됩니다.  
당일에 각 가정의 시계를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하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 p.m.을 3 p.m.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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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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순례 

일정 : 6월 20일(목) - 6월 24일(월)  4박5일 

금액 : $1,360  (40명 선착순) 
지도 신부 : 김철희 시몬 신부님  

마감 : 3월 31일(일)  
문의 : 신인순 레오니아 (516) 728-8999 
신청시 여권 카피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까지 신청비는 완납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견진 대상자 부모모임 

일시 : 3월 3일(일)  2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2018년 본당 재무보고  

계정과목 계정항목 금 액 ($) 

수 입 교무금 697,085.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495,124.50 

  부활, 성탄 특별 헌금 24,636.00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 24,136.00 

  대축일 헌금 13,672.00 

  교구 특별헌금 45,195.95 

  주보, 달력 광고 28,066.00 

  매일미사책 판매 13,045.00 

  혼배, 장례 12,595.00 

  기타 수입금 231.14 

  (수입총액) 1,353,786.59 

지 출 인건비 338,415.62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109,907.00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54,575.70 

  건물 및 상해 보험 40,866.05 

  직원 복지후생비 19,250.92 

  사무경비 52,759.63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72,556.88 

  전례비용 및 매일미사 책 구입 51,827.72 

  교구신문 타블렛 구독료 728.00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66,846.64 

  108,270.66 

  본당  단체 보조비 37,980.77 

  
13,433.34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146,128.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12,501.00 

  교구 교납금 94,66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42,700.95 

1,263,408.88    (지출총액) 

수입지출차액 90,377.71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보고입니다.   계정과목 계정항목 금 액 ($) 

이월금액  439,146.50 

수 입 건축 보수 및 비품 기부금 40,303.13 

 본당 건축기금 계좌 이체 189,115.00 

 바자 수익금 건축 기금 후원 97,586.00 

  이자 5,936.18 

  총수입 332,940.31 

지출 건축 보수 및 비품 79,265.00 

  총 지출 79,265.00 

총잔액 692,821.81 

 2018년 건축기금 결산 



알 림 알 림 

6 

 

  

  

 

  

  

묵주기도 100만단   

2월 17일(일) - 2월23일(토) 18,714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243,389단 

  공동체 소식                                                                                                         2019년  3월 3일 

 이상모, 강석구 

 

  

  

생활 상담소 

반모임 

우리의 정성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김우영 세실리아 (347) 435-6261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울뜨레야 팀회합 

 

도네이션  

월요 라인댄스에서 성당 발전기금으로 $32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혜영 베로니카 (1718) 809-1746 

2019 제12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꼬미시움 주최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10일(일) 2:30 p.m. 성전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복장 : 남자 - 정장, 여자 – 한복 

각 Pr. 대표 기수들은 2:10 p.m.까지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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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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718) 

40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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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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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243,389 decades. 

Bloo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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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School Confirmat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3rd (Today)  2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Ash Wednesday  
Mar. 6th (Wed), mass 7 a.m. and 8:30 p.m.   

12th 2019 Bolivia Mission  
Date : Jul. 1st (Mon) - Jul. 13th (Sat) 
Where : Santa Cruz, Bolivia  
Who : 9th Grade to 12 Grade and Adult  
Cost : $2,200 (Registration fee : $200 - not refundable) 
Due : Apr. 14th (Sun) 
Contact : Katharian Hyesung Hwang  
               (Bolivia Mission Coordinator) 
Tel : (347) 804-2684 

Special Collections  
March 31st (Sun) for Catholic Relief Services   

Bowling Tournament for Fundraising 
The fundraising is for the filial tour for Anna Associa-
tion members.  
Date : Mar. 3rd (Today) 2:30 p.m. - 5 p.m.  
Place : Whitestone Bowling Lanes  
Address : 3005 Whitestone Expy, Flushing, NY  

Daylight Saving Time Begins 
Date : Mar. 10th (Sun) 

D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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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as she brings forth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oliticians who serve us with sincerity and hones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led astray by the false guides of heresy and supersti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ability to recognize our own faults fir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died in hope of resurrec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Don’t Make Lent Half-Fast 
< 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March 3, 2019 

 Lent begins this Wednesday. Reminder: we are not allowed to eat meat on Ash Wednesday nor any 
of the Fridays of Lent. Also we are required to fast on Ash Wednesday and Good Friday. What does 
that mean? We are only allowed one meal all day and the other two meals together cannot equal a sec-
ond meal. We have it easy. Muslims fast from all food during the daylight hours of Ramadan. Jews 
fast all day on Yom Kippur. Hindus fast their whole lives, many involuntarily. So we must ask, why 
do we Catholics fast during Lent? 
 
 Fasting has always held an important place in most religions for those who want to clear their minds 
and lift their hearts to God. This presupposes they can get their minds off of their growling stomachs. 
But Catholic fasting is more than just making ourselves miserable and trying to feel holy. It’s also 
about charity and justice. Many centuries ago, when the Church instituted fasting on Fridays to com-
memorate the Lord’s death, people abstained from eat and gave the money (or meat) saved to the poor 
so they could at least have a decent meal once in a while. Over the years we kept the fasting but about 
forgot the poor. 
 
 Isaiah reminds us what true fasting is about. ““Why do we fast, but you do not see it? Afflict our-
selves, but you take no note?” See, on your fast day you carry out your own pursuits, and drive all 
your laborers. See, you fast only to quarrel and fight and to strike with a wicked fist! Do not fast as 
you do today to make your voice heard on high! Is this the manner of fasting I would choose, a day to 
afflict oneself? To bow one’s head like a reed, and lie upon sackcloth and ashes? Is this what you call 
a fast, a day acceptable to the LORD? Is this not, rather, the fast that I choose: releasing those bound 
unjustly, untying the thongs of the yoke; Setting free the oppressed, breaking off every yoke? Is it not 
sharing your bread with the hungry, bringing the afflicted and the homeless into your house; Clothing 
the naked when you see them, and not turning your back on your own flesh? Then your light shall 
break forth like the dawn, and your wound shall quickly be healed; Your vindication shall go before 
you,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your rear guard.” Isaiah   58:3-8  
 
 So let us do sacrifices and penance this Lent, but let us also help the poor. Otherwise our prayers will 
only be half-fas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March 3, 2019 (Year C)  No. 2410 

Responsorial Psalm   ◎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irach     
   Sirach 27:4-7 (8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5:54-58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Jayson Choi Simon Cho Ethan Lee Chris Yang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God Ls Love 481 
Breaking Bread Communion 

362 
368 

Breaking Bread 

Offering The Lord Is My Hope 468 
Breaking Bread Closing Sing a New Song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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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od tree does not bear rotten fruit,  
nor does a rotten tree bear good f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