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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미사 오 규 화 정 봉 재  한 영 미 차 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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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138번 만왕의 왕 

예물준비성가 
  

46번 
221번 

사랑의 송가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51번 
496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44번 성모의 성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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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다음 주일은 20일은 ‘성령강림 대축일’

로 50일간의 부활절을 마감합니다. 이날은 또한 

우리 주일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의 몸을 모시는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성체의 의미를 알

아들을 수 있는 나이를 7세 정도로 보고 7세 이

후에 첫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게 2, 3학년 때 첫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성체의 한 부분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대

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말에는 우리 본당의 ‘성 바오

로 정 하상 의료 선교’ 팀이 볼리비아로 의료선

교를 갑니다. 우리 본당의 의료 선교팀은 처음 

2014년 볼리비아 고등학생 선교와 함께 의료선

교를 하면서 발전한 선교 팀으로, 작년에 새롭게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오

늘 복음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끼리

가 아니라 소외받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

누어 주어야 하는 계명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가 필요

한 곳을 찾아 선교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

다. 기본 여행 경비나 체류 경비는 자비로 해결

하고 의약품 등 제반 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하기 위한 재정은 도네이션으로 충당하고 있습

니다.  

 

 이번 선교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봉사자를 포함하여 저와 함께 총 7명이 의료선

교를 갑니다. 이번 선교 지역은 대구 대교구의 

선교 지역인 볼리비아의 산 안토니오로 갑니다. 

 완연한 오월의 자연이 한여름 같은 열기와 함께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 봄의 매화

꽃이 바람에 날려가 버린 앙상한 가지의 작은 눈

들이 활짝 펴서 연두색 잎사귀가 가지를 덮었습

니다. 그리고 성모님 앞 장미의 구릿빛 이파리 사

이로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성모

님 정원에 장미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모성월 오월이 시작하면서 성당의 스케줄도 

바빠져서 달력이 정원의 꽃처럼 각종 행사로 가

득 찼습니다. 스케줄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본당이 활동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분주한 

하느님의 일에 즐거움과 은총이 더 해지면 가슴 

뿌듯한 보람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 이

외에 덤입니다.  

 

 많은 행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달 15일 (화

요일) 저녁의 “성모의 밤”입니다. 하느님의 어머

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우리 신앙의 모범이

신 성모님께 공경을 드리고 그 신앙을 본받아 우

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 가

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이며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공동체와 가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합니

다.  

 

 그리고 다음 주일 13일은 ‘Mother’s Day’ 이면

서 본당 ‘학생 견진’이 오후 12시 30분에 우리 교

구 보좌 주교이신 Paul Sanchez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 신앙적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견진 성사를 준비하고 가르친 주일학

교 교사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님께 기

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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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이곳은 인근 도시인 산타크루즈에서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도 갈 수 없

는 산악지역의 오지로 의료 선교가 절실히 필요

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성모성월은 우리의 전구를 모두 들으시

는 성모님의 마음만큼 바쁜 달입니다. 바쁨 속에

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그 바쁨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잃지 않고 성모님과 우리 모두 함

께 더불어 가길 기도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바로 예수

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성모 성월 유래와 의미  

 

 카스티야(스페인 중부 옛 왕국)의 왕 알폰소 10
세(1221~1284)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처음 결부시킨 이다. 그는 5월 한 달간 특히 마리아

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이때부터 5월을 성

모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생겨나 서방교회로 퍼

지기 시작했다. 
 
 성모성월이 구체화된 것은 17세기 말이다. 1677
년 이탈리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 수련원에 성

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님

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했다. 이때 신자들은 '성

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화관을 봉

헌하는 등 성모신심을 고취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하면서 성모신심은 

절정에 달한다. 이후부터 성모를 위한 갖가지 행사

가 유럽교회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여러 신학자

는 성모성월과 관련한 서적을 내놓는다. 이 시기부

터 성모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

해 끊임없이 전구하고 계시는 성모님 은혜에 감사

하기 위해서다.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

한 순명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의 모범이란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통

해 평생 하느님 뜻에 순종한 성모처럼 하느님을 뵙

기를 염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

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뤄주

는 표지요 도구"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

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친다. 
 
 한국교회도 성모성월 행사를 장엄히 거행하고 

있다. 각 본당은 성모성월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

고자 성모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성모의 밤' 

행사 등을 마련한다.  
                                 -가톨릭 평화신문 (2018년 5월 6일 기사)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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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5월 6일(오늘)  Catholic Relief Services   

2018년 여름학교 등록 은혜의 밤 

날짜 : 5월 19일(토) 7 p.m. - 10:30 p.m.  
          5월 20일(일) 3 p.m. - 9 p.m.  
장소 : 성전 (참가비 : $10) 
주체 : 성령기도회  
신청문의 : 김흥순 데레사 (347) 453-8197 
꽃동네 아이티에 계시는 정창용 타데오 신부님

St. Paul 의료 선교 기금 모금  

모금일 : 5월 6일(오늘) 
의료 선교팀에서 5월 25일(금)부터 6월 2일(토) 
일정으로, 김문수 신부님의 지도하에 볼리비아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현지에서 수술과 병원 치료

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모금을 합니다. 신자분들

의 따뜻한 정성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문의 : (718) 887-6702 

성모님 상 거동행열 

일시 : 5월 6일(오늘) 2 p.m. - 4:30 p.m. 
St. John Vianney Church에서 출발하여 본당 경유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5월 15일(화)  8 p.m.  성전 (묵주 지참)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5월 11일(금)  10:30 a.m.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청년 연합회에서는 5월 13일(일) 어머님들께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5월 8일(화)  9 a.m.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5월 10일(목)  7 a.m. & 8:30 p.m.  헌금 있습니다.  

Mother’s Day 카네이션 꽃 만들기  

일시 : 5월 12일(토)  12 p.m.   

야외 미사 버스표 판매 

6월 10일(일) 야외 미사 버스표를 성당 친교실에서 
$5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처 : 성소후원회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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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 

혼배 성사  

2018년 제11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님  

금액 : $2,200  환불불가 (신청비 : $200) 

청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새단원 모집 

일시 : 매주 일요일 12:30 p.m. (신교육관 201호) 
대상 : 레지오에 관심 있는 30-40대 모든 청년들 

은혼식, 금혼식 신청   

대상 : 
            60주년 (1958년 결혼), 그 이상 되신 부부 

문의 :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세례식  

날짜 : 5월 6일(오늘)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견진성사 피정  

일시 : 5월 12일(토)   8:30 a.m.  성전 

가르멜 영성강좌  

 

이냐시오 영성 8박9일 침묵피정 

일시 : 6월 17일(일) - 6월 25일(월) 
주제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강사 : 신원식 요한 신부님 (예수회) 
장소 : 로욜라 피정의 집 (뉴저지) 
문의 : 노 헬렌 (646) 427-8211 
            백 데레사 (646) 354-3959 주일학교 견진성사  

일시 : 5월 13일(일)    
견진성사 관계로 학생 미사가 12:30 p.m. 으로,  
어린이 미사 시간이 9:30 a.m. 으로 변경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도네이션  
한국학교 휴교  

주일학교 휴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첫영성체  

일시 : 5월 20일(일)   12:30 p.m. 미사  

한국학교  

영성 피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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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북부 제75차 ME 주말  

날짜 : 5월 26일(토) - 5월 28일(일)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문의 : 조 루치아노, 루시아 (646) 220-1990 

생활 상담소 

5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박종근 

 

  

  

세계 청년 대회 World Youth Day in Pana-

ma  

날짜 : 2019년 1월 21일(월) - 1월 28일(월)  
대상 : 18세-35세 청년들 

장소 : 파나마 시티 (Panama City) 
참가비 : $2,428(항공, 교통, 숙식 등 일체포함) 
신청비 : $700 (1차), $1,000 (2차),  
               나머지는 기금마련으로 충당 예정 

신청서 : 사무실 

신청 마감 : 5월 31일(목) 
지도 신부 : 황필구 요한 신부님 

Flushing 2구역 1반 구역미사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로사리오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Whitestone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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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2018 Summer Camp 
Students : Pre K—5th Grade 
Period : July 2nd (Mon) - August 17th (Fri) 7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Tuition :  
  Early Registration  4/14(Sat) - 5/13(Sun) : $1,100 
  Regular Registration 5/14(Mon) - 6/17(Sun) : $1,400 
Sibling discount :  
  2 children : 10% off tuition of one child 
  3 children : 50% off tuition of one child 
Field trip fees are not included in tuition. 
Early drop off : $150 
Extended care : $400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Special Collections  
May 6th (Today) for Catholic Relief Service 

11th 2018 Bolivia Mission 
Date : July 02 (Mon) - July 14 (Sat)  
Where : Santa Cruz, Bolivia 
Who : 9th grade to 12th Grade and Adult  
Fee : $2,200(Registration Fee: $200– not refundable) 
Contact : Katharina Hyesung Hwang  
              (Boliva Mission Coordinatior) 
Tel : 347-804-2684 

Date : Fri, May 25th – Mon, May 28th 

Grade : 10 - 12th grade (who received Confirmation) 

Registration : form available in the office 
Contact : Clara Pyo (201) 647-8812 

Date : Saturday, May 12th 
Grade : 9th            
Time : 8:30 a.m.  
All students who are receiving confirmation on Sunday, 
May 13th must attend.  

Due to the Confirm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re will be a mass change. The elementary Sunday 
school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Confirmation 
mass will be at 12:30 p.m.  

We are looking for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teachers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Sr. 
Han at 718-321-7676. 

Date : Sunday, May 13th 
Time : 12:30 p.m. Mass   

6th Sunday of Easter                                  

  Cancer, diabetes, AIDS or heart disease will never 
destroy the human race, but the assumption we can 
solve problems by violence can easily ruin us. Jesus 
said, “Remain in my love. Keep my commands…. I 
tell you this that my joy might be in you and your joy 
might be complete.” violence and fear come from hate, 
but peace an joy come from love; they are fruits of 
God’s Spirit. We do not fear even disease because of 
Christ.  

Memorial Weekend 
 No Korean School on May 26th  

There is NO Korean School on May 26th(Sat). 
 No Sunday School on May 27th  

There is NO Sunday School on May 27th(Sun). 
Regular Mass schedule.  

 Church Office Closed on May 28th 
Monday morning Mass is still scheduled.   

Ascension of the Lord (May 10th)  
May 10th(Thu) 7 a.m. & 8:30 p.m. Mass 
It is the Holy day of obligation.  
There is the offering on each Mass.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15th) 
As we celebrate May, the month of blessed virgin Mary, 
we will have a prayer’s service honoring her on May 15
(Tue) at 8 p.m.  Please bring the rosary.  

Collection for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6th (Today)  
From May 25 (Fri) to June 2 (Sat) 

The Medical Mission Team will go to Bolivia under 
the guidance of Fr. Andrew Kim.  
We need to raise money for those who need surgery 
and hospital treatment in the local area.  
Thank you for your warm heart and prayers. 

Inquiries: (718) 88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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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holy Catholic Church, that by living the new commandment of love, we may bring God to all peo-
pl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ople of all nations, that they may fear God and do what is right and practice in His teachings in ac-
cord to their consci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rough the guidance of Joseph and Mary’s example, that married people, through daily joys and sorrows, 
may they take to heart the Lord’s command to love one ano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old public office or positions of power in our nation, that they may be guided by God’s 
graces to serve us with justice, honesty and impartiali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newly baptized, that the Holy spirit guides and protects them as they enter in their new life with 
God.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en We Stop Dividing We Start Multiplying ! 

       Weekly Homily                                                                                                                                                                  May 6, 2018 

  There is an old joke that says if three Koreans are in a room, they will soon form four political parties. Fun-
ny, but the sad truth is, this can be said about Italians, Hispanics and just about any nationality. It’s in our na-
ture to break up into rivaling groups. But the results can be devastating.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this divided since the Civil War. Even the Roman Catholic Church seems 
spli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ons, with one side openly criticizing Pope Francis and the other side 
discarding any traditions they dislike. Even our parish has not escaped divisions over the years. But these divi-
sions are not healthy, and they are not the work of God. 
 
  Then who? “The devil made me do it” was a way for people to avoi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bad ac-
tions. But there is some truth in this, when it comes to dividing people. The word “devil” comes from the 
Greek word “diabolo” which originally meant “one who divides or separates.” The devil’s goal was to separate 
us from one another, and then ultimately separate us from God. When we see people as different or “other” it 
makes them easier to hate, to ignore, and to kill. 
 
  The power of the Gospel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he exact opposite: to knock down walls and 
barriers (physical or cultural) that divide us and to bring us together as one race —the human race. In today’s 
first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Peter overcomes the separation between Jews and Gentiles, thus 
allowing the Church to go out to all people. Even the Responsorial Psalm proclaims: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And the gospel passage from John follows Jesus’ sublime prayer for unity 
among his followers. To make it simple (if not easy), from now on Jesus gives us just one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Let us ask God for the humility to admit our mistakes, the patience to listen to one another; the grace to for-
give others —and ourselves— the strength to resist dividing people; and the wisdom to recognize all everyone 
as a precious child of God. Then instead of letting the devil divide and conquer us, we will let God multiply 
the members of our faith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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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orial Psalm    ◎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0:25-26, 34-35,44-48 (56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4:7-1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Sing a New Song 544 
Breaking Bread Communion We Remember 

We Have Been Told 
495 
498 

Breaking Bread 

Offering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474 
Breaking Bread Closing Rise up with Him 565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This is my commandment 238 
Children’s Mass Communion Jesus, you are Bread for us 301 

Children’s Mass 

Offering I know you are God 231 
Children’s Mass Closing Life Returns 109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