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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성모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 기도를 드립

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

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

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 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입니다.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아울러, 저는 묵주 기도를 마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

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 사

용할 수 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들을 첨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

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

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0년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프란치스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저작권 안내 - http://www.cbck.or.kr/Copyright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2020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아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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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5월 3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모 성월인 오월의 첫 주

일입니다. 오월은 장미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장미는 참 잘 어울립니다. 장미는 꽃의 여왕이니 하늘

나라 여왕이신 성모님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농익은 봄의 절정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하게 힘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Lockdown으

로 직장에도 못 가고 바이러스의 공포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같이 지내는 가족 내의 

갈등 등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

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합니다. 그
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있다는 방증입니다. 잠에 들기 

위해 기도도 해보고 호흡도 해보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간신히 잠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것이 힘들어 휴가를 갈망했지만 지

금은 일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이란 노동과 휴식이 잘 조화되어야 행복하다는 사

실을 또 깨닫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

는 역군들, 의료 전문가들, 봉사자들, 공무원, 경찰, 소
방관 등등 이 모든 필요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사회가 나름 안정된 질서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10장 1절에서 10절까

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양들의 문”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양들이 우리에서 풀밭으로 나

가거나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이들은 

도적이나 강도라고 단언하십니다.  
 
 문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통로입니다. 집안

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의 손을 타는 것이 바로 문입니

다. 문은 드나드는 통로이며, 외부인을 막는 보호막이

기도 합니다. 한 예로 요즘은 우스갯말로 가장 열기 

힘든 문은 사춘기 자녀의 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외부와 소통하게하는 것

은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 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문이 어디 있겠습

니까? 바로 건강한 소통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바이러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상황에서

는 문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성당의 문이, 가게의 문이, 각 가정의 문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는 성모 

성월 오월을 맞아 우리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여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그 

희생자들과 환자들 또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헌입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오월의 기적을 바래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인

도하십니다. 바로 ‘양들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문은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을 잃지 않고 찾아 들어가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겠

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한 사람도 잃

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로 우리 곁을 떠난 우리 교우들과 바이러스로 고생하

고 계시는 교우들과 의료 전문 교우들과 경제적 심리

적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님, 저희는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면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본

당 웹싸이트 www.stpaulqueens.org를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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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By His Wounds We Are Healed 
< Fourth Sunday of Easter > 

 This is the year Lent lasted more than 40 days, 
Passover lasted more than a week, and Ramadan 
(when Muslims fast during daylight hours), lasted 
more than a month. The whole world has been 
brought to its knees by an invisible enemy: the 
coronavirus. Never before has the entire popula-
tion of the earth gone into isolation and quaran-
tine at the same time. This has given us a rare op-
portunity to think about life, relationships, reli-
gion, and death. It has forced us to reevaluate our 
priorities. Above all, we can truly see the human 
race as one family living together on this beauti-
ful yet fragile earth. 
 
 Catholics, like all Christians, could not gather to 
worship during Holy Week. Yet even as the ritu-
als of our religion fell silent, the essence of our 
faith shines all the more brightly. No choirs, no 
incense, no flowers or candles or songs proclaim-
ing our central belief: Jesus, the Crucified, is Ris-
en. Do we really believe this? Amazingly, when 
Jesus appeared that evening to the eleven apos-
tles, he showed his wounded hands and side to 
Thomas, who expressed our deepest faith: “My 
Lord and my God!” This wasn’t only to show that 
Jesus was the same man who was nailed to a 
cross. But, as it says in today’s first reading, “by 
his wounds we are healed.” 
 
 Jesus is our good shepherd who laid down his 
life for us, his sheep. His wounds are proof of his 
love. What’s more, his wounds sanctify our 
wounds and weaknesses. They become sources of 
healing. Jesus alone is worthy of our love and al-
legiance because he alone loved us to death. Lit-
erally. Many people will arise to demand our loy-
alty and devotion. But they are imposters whose 
only objective is to fleece the flock. Jesus alone is 
worth following because his wounds are proof of 
his love for us. Our wounds are not only healed, 
but also sanctified by his. Just as Jesus healed us 
by his wounds, so should our wounds become a 
source of healing for others.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

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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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곧 있을 부활 헌금은 Easter 이라고 문자하면 됩니다.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
central 홈페이지 https://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

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5월  3일 

온라인 문자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
izer 박스에 체크해  주

세요. 이 박스에 체크

를 하지 않으면 내 이

름이 공개됩니다.  

        [Ongoing 을 선택했을 때]    [Custom 을 선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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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하

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

니다.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

일을 설정한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

없습니다.  
 

 
 
 
 
 
 
 
 
 
 
 
 
 
 
 
 
 
 
 
4.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6.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튼

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

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음 방

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인

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공동체 소식                                                                                      2020년  5월  3일 



 

  

  

  

  

도네이션  

         미사 봉헌                                                                                 2020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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