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순 제3주일                                                                    2019년 3월 24일(다해) 2413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창 규 손 신 애  조 은 경  Eric Kim·Jaycee Choi·Hyunjeung Park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백 정 덕  차 충 재  

11시 미사  황 성 숙  박 의 진  이 유 경  노 태 균 Matthew Choi·Seo A Choi·Luna Bae 

6시 미사  신 은 혜  문 소 영  김 남 효 이 미 첼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예물준비성가 
  

221번 
515번 

받아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영성체성가  
 

170번 
197번 

자애로운 예수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나는 있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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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김철희 시몬 신부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3월 24일 



사순 제3주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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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특강 
2019년 사순절동안 가상칠언에 대한 강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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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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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건회  어머니연합회 

4월 5일 꼬미시움 

4월12일 울뜨레야 

4월19일 
(3 p.m.) 

 

부활 판공성사  

본당 : 4월 9일(화)  8 p.m. 
주일학교 판공성사  
본당 : 4월 9일(화)  7 p.m. 
안나회·요셉회 부활 판공성사  

4월 9일(화)  10 a.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베이사이드 성당 : 4월 10일(수)  8 p.m. 
브루클린    성당 : 4월 11일(목)  8 p.m. 
우드사이드 성당 : 4월 12일(금)  8 p.m. 

사순 피정  
주제 : 가시관 

유아 세례 부모교육 날짜 변경   

유아 세례 날짜 변경   

음악 피정  
일시 : 4월 7일(일)  2 p.m. - 5 p.m.  
강사 : 김정식 로제리오  

생활 성가와 함께하는 사순 음악 피정입니다. 

애긍함  
어렵과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한 애긍함에 기도와 

희생을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긍함은 성전 입구에 있습니다. 

기도봉헌 십자가  

성전 카펫 청소  

헌혈행사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해 봉사하신 모든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목회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등록은 4월부터 받습니다. 

2019 부활 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일시 : 3월 31일(일)   11 a.m. 미사 중  

대부모님은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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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첫 영성체 2차 자모 모임 
일시 : 3월 31일(일)  2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클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

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

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5,000 

 

. 

문의 :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피검사  

일시 : 4월 7일(일)   9 a.m. - 1 p.m.  
장소 : 성당 친교실  

Health Fair  
주최 :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일시 : 4월 28일(일)   9 a.m. - 1 p.m.  
장소 : 제2교육관  

문의 사항 : 송지연 율리안나 (347) 610-4352  

9학년 주일학교 음식 판매  

일시 : 3월 24일(오늘)  9 a.m. - 12:30 p.m. 
사순시기를 맞아 주일학교 9학년 학생들과 선생

님들이 함께 파스타와 핫도그를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과달루페 성지순례 추가 모집  

일정 : 6월 20일(목) - 6월 24일(월)  4박5일 

금액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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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3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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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춘, 이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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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2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1일(월) - 7월 13일(토)  
지도 신부 : 황필구 신부님 ( 베이사이드 성당) 
장소 :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요금 : $2,200 
마감 : 4월 14일(일)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꾸리아 평의회  

 일시 : 3월 24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일시 : 4월 25일(목) - 4월 28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서창배 요셉 (917) 257-6871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울뜨레야 팀회합  

 

 

  

  

 

  

  

묵주기도 100만단   

3월 10일(일) - 3월 16일(토) 16,376단 

누적 봉헌 단수 총 307,836단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사회복지관련 정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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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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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718) 565-6666 Mingo 
Www.yesnewyork.com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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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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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안 토마스  



First Communion 2nd Parents Meeting 
Date : Mar. 31th (Sun)  2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nouncements  4th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March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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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307,836 decades. 

Lent Confession  
Tue., Apr. 9th : St. Paul Chong Ha Sang Church 
Wed., Apr. 10th : Bayside Church 
Thu., Apr. 11th : Brooklyn Church 
Fri., Apr. 12st : Woodside Church 
Time : 8 p.m.  
Sunday School Student - Lent Confession  
Tue., Apr. 9th : St. Paul Chong Ha Sang Church 
Time : 7 p.m.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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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ve Regina  
Salve Regina is seeking young adults to join our weekly 
prayer group for a spiritual growth through Mother 
Mary. We welcome you with warmth and openness.  
Please contact Agnes Kim at (718) 619-5973.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location is at Saint Augustine on 
the 2nd Floor every Sunday at 10:30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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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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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5,000] 
 Due date of  application : April 30, 2019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Elizabeth Jung (646) 286-4328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2019 St. Paul Summer Camp  
July 1st - August 16th (7 weeks)  
All PreK - 5th Grade students are welcome 
Taught by certified Teachers 
Registr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April  

Fundraising by Sunday School (9th Grader)    
Confirmation (9th grade) students are working in the 
kitchen to serve the community lunch as an act of ser-
vice during this Lenten season. The students are serv-
ing pasta and hot dogs. All funding raised will go to a 
charity of our student’s choice. Please come and sup-
port our students!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rch 24, 2019 

  It seems like not a week goes by without another natural disaster, plane crash, terrorist attack or mass murder 
somewhere in the world. Of course, in this age of instant news, we hear about them more quickly than in the past. 
But as today’s gospel points out, these tragedies even happened in Jesus’ time. How are people of faith to under-
stand such occurrences? 
 
  Jesus describes two events the people had heard about. One was the massacre of Galileans by Pilate, who 
“mixed their blood with their sacrifices.” Pretty graphic and gory! But Jesus turns this around. He warns his listen-
ers not to think those poor people were any more deserving of death than other Galileans. Similarly the tower of 
Siloam had recently collapsed, killing 18 people. Again Jesus said those victims were not greater sinners than others 
in Jerusalem. In each case, Jesus warns: “Unless you repent of your sins,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When we hear of tragedies, therefore, we should not think the people who died we’re worse sinners than we 
are or more deserving of death. Rather, while praying for their souls and the consolation of their families, we 
should look at each misfortune another invitation and opportunity for us to turn from sin, realizing, “There but 
for the grace of God go I.” As the death of Jesus so dramatically proves, very bad things do indeed happen to very 
good people. Let us strive, then, to be good no matter what happens to others or to us.  

  
 That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may inspire us all to a more fervent devotion to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may always be reverent in the presence of God, as was Moses before the burning bush,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take practical steps to help the poor and starving have a more equal share in this world’s good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community may bear the fruit of prayer and penance and not deserve God’s just judgmen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dead may be purified in the mercy and compassion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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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Retreat  
The high school students had a wonderful retreat last weekend! The senior class showed great leadership in 
planning and directing a workshop full of love and 
fellowshi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Lent                                                                                                                        March 24, 2019 (Year C)  No. 2413 

 

Irin Cho Songyee Kim Jasmin Lee Andrew Oh Daniel Lee·Mina Kim·Anthony Choi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Selena Park·Jayson Choi·Alice Choe 

Responsorial Psalm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3:1-8a, 13-15 (30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0:1-6, 10-12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ed by the Spirit  125 
Breaking Bread Communion Turn to Me 

You Are Mine  
661 
456 

Breaking Bread 

Offering Beyond the Days 126 
Breaking Bread Closing There Is a Longing 40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88 
Children’s Mass Communion Blessed Are You, Lord 303 

Children’s Mas 

Offering Whatsoever You Do 249 
Children’s Mass Closing My God, My God  86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