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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김 정 윤 김 혜 영  박 지 희 Kevin Kim•Matthew Choi•Benjamin Jeong 

8시 미사 오 규 화  김 영 진 김 정 옥  박 영 서 Suhyun Park•Dylan Park•Ryan Choi 

11시 미사  박 의 진  최 윤 승  박 미 경  주 호 종  Justin Jou•Alice Choe•Hyunjeung Park 

6시 미사  송 지 연  이 승 룡  문 소 영  왕 은 희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139번 
512번 

알렐루야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4번 
151번 

떡과 술의 형상에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44번 성모의 성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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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부활 제4주 주일 요한복음은 “착한 목자”

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희생할 줄을 아는 목자와 그런 목자를 스스로 따

르는 양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들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양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목동을 대해야 하는

지 묵상해 봅니다.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양들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어떤 관계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생

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에 

비교해 볼까 합니다. 

 어떤 엄마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리

아 자매라고 하는데, 마리아씨의 생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씨 성장한 자녀들이 엄마의 생

일이 돼서 엄마를 위해 선물도 준비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서 가족들이 엄마에게 

좋은 생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날 가

족들이 모이고 엄마도 모시고 와서 자녀들이 즐

겁고 기쁘게 생일 노래 부르고 케익도 자르고 정

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

사 시간이 되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 

앞에 차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본 엄마의 표정

이 실망하시는 모습에 섭섭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의야 해 하며, 엄마 뭐 잘못되어요? 라

고 물었더니 “웬 닭 발이니?” 하고 물으니, 자녀

들이 엄마가 평소에 즐겨 드시던 닭 발인데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내가 평

소에 닭 발만 먹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먹고 나면 

닭 발 밖에 남는게 없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먹은 

거지 좋아서 먹었니? 하셨답니다. 

 어머니들의 말 없는 희생에 대해 우리 자녀들

은 얼마나 엄마들의 희생을 헤아리고 사는지 돌

아봅니다.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베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 할 줄 을 모르며 그

저 받는 사랑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

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해서도 곁에

서 “잔소리” 해주시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 “당연

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의 희생을 헤아

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엄마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나요? 엄마의 사랑에 제대로 감사

할 줄도 모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목

소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엄마

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엄마의 사랑에 응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고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을 맞아 “성소 주일” 이면서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에 

오는 “어머니의 날”은 가장 아름다운 달이 무르익는 

시기여서 더 아름답습니다. 5월은 또 성모 성월이므

로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봄비로 궂은 날씨에도 좋은 일이 많았

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 그리고 신자들이 

여러 행사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첫영

성체 예식,” “의료선교 모금,” “프란체스코 회관 바자

회,” “셰산 성모님 행렬,” “교구장 감사 메달 수여식,” 
등등 숨 가쁘게 지낸 주일이었습니다.  
 

 우선 32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난생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첫영성체” 예식이 온 

가족과 함께 12시 반 미사에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

다. 깔끔하게 정장을 남자애들과 하얀 드레스로 치장

한 여자애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들의 무리 같았습니

다. 이번 주일에는 성체를 32개나 더 준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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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자선모금 바자회가 있

었는데 빗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덕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리고 이웃 성 요한 비안네 성당 신자들로 주축이 된 

중국 셰산 성모님 행렬에도 많은 신자들이 환영을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곳 본당 신부님에게 들었

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오월의 따스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따듯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마음을 서로 나누면 우리 세상도 하느님의 나

라처럼 따스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
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가끔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

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는 뉴스를 들을 때나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 죽였다는 

소식은 가히 상상이 안 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릴 적 연속극에 자식을 버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에 한탄을 하시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시던 어머니의 말씀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며 그 

여인의 역성을 들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문득 하느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다

를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
아온 탕자”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을 감

싼 두 손은 한쪽은 둔탁하고 힘이 있는 손, 그리고 다

른 손은 부드럽고 따스한 손으로 표현됩니다. 아버지

의 든든함과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

니다.  
 

 그런데 각박한 현실에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처절하고 냉혹한 삶의 현장에

서도 잘 드러냅니다. 우연히 탈북 시인인 장진성님이 

평양의 한 시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시로 적었다는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를 읽으며 생각해봅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행복조차도 빌지 못하는 가

장 처절한 현실에서도 지금 당장 그저 살아있기 만을 

바라며 언젠가 자신의 뜻을 펼칠 행복을 기도하는 가

장 원초적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이렇게 원초적인 사랑이라 생각합

니다. 당신 아들의 가장 처절하고 서러운 죽음 앞에서

도 묵묵히 바라보는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의 원대한 

꿈을 지켜주고픈 사랑이고 결국 부활로 승화되는 사

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느님은 우리

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지금 

배고픈 이에게, 지금 슬퍼하는 이에게, 지금 아파하는 

이에게 행복의 희망을 주시는 분. 
 

 그 사랑으로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부활 제4주일  

하느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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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Jubo@stpaulqueens.org 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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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일시 : 5월 19일(일) 1:30 p.m. 
장소 : 
주소 : 
참가비 : $100  

루카복음,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반 : 10 a.m. - 12 p.m. 
          날짜 : 6월 26일(수) 까지  
화요 저녁반 : 8 p.m. - 10 p.m.  
             날짜 : 5월 14일(화) - 6월 25일(화) 
장소 : 성당 친교실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묵주 
신청 : 사목회 데스크 및 성당 사무실 

문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본당 야외 미사     ’  

꽃 달아드리기 행사  

청년 연합회에서는 5월 12일(오늘)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St. Paul 의료선교 모금현황  

지난 5월 5일(일) 총 $7,695 모금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이 모든 정성을 의료

선교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5월 16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소 주일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 주일은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

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

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마태 9,37-38)는 그리스도의 가르

침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

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

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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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여름학교  

혼인교리 강좌 안내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2020년 부활 예비자 교리반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도네이션  

베드로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5월 14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5월 14일(화)   11 a.m.   정 토마스 교육관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5월 1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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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4월 28일(일) - 5월 4일(토) 24,063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57,345단 

날짜 : 5월 25일(토) - 5월 27일(월)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주소 : 2117 Foute 4 Eastbound, Fort Lee, NY 07024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1구역 4반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Forest Hills 구역  

반장 : 양기석 그레고리오 (718) 644-5455 

Long Island 구역 5반 

반장 : 김재국 요셉 (917) 414-4184 

단체별 회의 및 알림 

 이상모, 강석구, 박영서  

 

  

  

성제회 월례회  

일시 : 5월 12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5월 12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총회 

5월 12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5월 19일(일)  2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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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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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yesnewyork.com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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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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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Sunday School  

Announcements  2nd Sunday 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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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457,345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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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 Katharian Hyesung Hwang  
               (Bolivia Mission Coordinator) 
Tel : (347) 804-2684 

2019 St. Paul Summer Camp  
Students : Pre K - 5th Grade 
Period : July 1st - August 16th (7 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 
Tuition :  
  Early Registration : April 13th - May 12th - $1,160 
  Regular registration : May 13th - June 15th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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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for Youth, will be 
hosting its annual Life in the Spirit Retreat. We invite 
high school students for an inter-church retreat to learn 
about the Holy Spirit and living a life of prayer and 
community. Churches participating include, Queens, 
Bayside, Great Neck, Long Island, Brooklyn, Woodside.  
Date : Fri, May 24, 2019 - Mon, May 27, 2019  
Location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Grade : 

Registration : Form available in the office  
Contact : David Yoo 646-541-5748 
E-mail: duraeteam@gmail.com  

9th Grade Confirmation Parent Meeting 
Date : Sunday, May 19th  
Time : 1: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High School YG Praise Night  
Grade : 9th –12th Grade 
Date : Friday, May 17th  
Time : 7:30 p.m. - 9:30 p.m.   

JHS 6th-8th Club Getaway 
Date : Saturday, May 18th 
Address : 59S Kent Rd, Kent, CT 06757  
Deadline : Today, May 12th  
Fee : $100 
Must arrive to church at 6:30 a.m.  
Pick up at church at 6 p.m.  
Registration forms are in the office  

Memorial Weekend  
 No Korean School on May 25th 
          There is NO Korean School on May 25th (Sat). 
 No Sunday School on May 26th  
          There is NO Sunday School on May 26th (Sun) 
 Church Office Closed on May 27th 
           Monday morning Mass is still scheduled.  

Retreat  



 
 For the pastors of our Church: that they may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and lead the people with 

courag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preach God’s Word: that they may bring the living truth to all parts of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ear that God’s Word: that they may receive the gift of faith.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families in our community, especially the mothers and maternal figures who care for us: that 
they be greatly blessed by God for all the support and sacrifices they give for their loved one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hat passed away: that the Good Shepherd may lead them to living water and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y 12, 2018 

  God has no gender, so why do we call God “Father”? Why not “Mother”? Actually, from a scrip-
tural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wrong with calling God “Mother”. In fact, Isaiah holds up a moth-
er’s love as the strongest human experience of love when he writes, “Can a mother forget her infant or 
be without tenderness for the child of her womb? Even should she forget, I will never forget 
you.” (Isaiah 49:15) Jesus, too, used feminine imagery for God when he said, “Jerusalem, Jerusa-
lem,...how many times I yearn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Luke 13:34) Also you don’t have to watch Animal Planet to realize one place you never 
want to get is in between a mother and her offspring. A mother’s love is very strong. A father’s? Not 
so much. So why do we call God “Father”? 
 
  We get this practice from our Jewish ancestors who addressed God as“Father” centuries before Je-
sus taught us to call God “Abba” (Daddy!). According to Rabbi Asher Finkle, who taught at 
Maryknoll seminary, it’s because a mother loves the child in her womb instinctively, and the baby 
feels that love before it is born. But a father must wait till the child is born to demonstrate his love for 
the child, who only feels it experientially. And thus it is with us and God. We do not love God instinc-
tively. Rather, we experience his love in our everyday lives and thereby learn to love him in return. 
 
  On this Mother’s Day, let us recall the many wonderful ways our mothers love us, and we them. 
Let us also consider that God loves us even more than even this. But it’s only after we actually experi-
ence God’s love in our lives that we join Jesus in calling God, “Father, Daddy, Abba.” Happy Moth-
er’s Da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Easter                                                                                                                         May 12, 2019 (Year C)  No. 2420 

 

Agnes Cho Derrick Seo Eunice Choi James Mun•Ashley Jeong•Kate Hwang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Daniel Lee•Annie Mun•Sean Lee 

Responsorial Psalm    ◎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flock.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3:14,43-52 (5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7:9,14b-17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He Is the Lord  552 
Breaking Bread Communion Bread of Life 

O Sacrament Most Holy 
369 
333 

Breaking Bread 

Offering 473 
Breaking Bread Closing Lift High the Cross S 712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107 
Children’s Mass Communion You are Present 175 

Children’s Mas 

Offering Jesus Lives! 110 
Children’s Mass Closing New Hope 35 

Children’s Mass 

The  
Father 
and I 
are 
One.  
 

- John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