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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오상을 받으시면서 

지내시다가, 비오 신부님께서는 교회에서 성사 

집행권을 박탈당하심으로 오랜 세월동안 미사는 

개인이 혼자 미사를 드려야 했었고, 고해 성사 또

한 듣지를 못하는 엄청난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안에

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짊

어지고 가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런 희생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에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까요? 

  

 성녀 소화 데레사의 일기에서 데레사 성녀께서 

하루, 하루의 수녀원 일과에서 동녀 수녀님들이 

데레사 수녀님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나 말 또는 

지시를 했을 때,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주님의 십

자 고통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셨고, 힘들게 하는 수녀님들에

게는 미소와 친절을 더 많이 베푸셨었습니다.  이

렇게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받아들이시면

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여 그 십자

가를 준 이들에게 사랑으로 답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일치를 하셨습니다. 

 

 일치는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

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맺어 주시는 성령님의 아

름다운 십자가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하

여 기도”라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들

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를 시작하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

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

게 해주십사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 당신의 제자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

는 “일치” 입니다. 이 일치는 우선 일치의 중심이 

되는 이에게 우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서 사랑의 중심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일치 하

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일치 할 수 있을까

요? 

 

 훼꼴라레라는 평신도 사도직의 창설자 키아라 

루빅은 일치의 열쇠는 십자가라고 설명을 했습니

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십자가

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우리에게 주워주는 어

려움이나, 아픔, 고통, 수난 내지는 박해까지도 받

아드리는 희생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

다. 

  

 비오 성인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신부님의 영성

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의 미

사에 참여하려고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고, 비오 

신부님의 고해 성사 은총이 많은 이들을 회개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남희봉 벨라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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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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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 우리는 주님 승천 목요일 대축일을 지

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

께 계신 후 하늘의 아버지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리고 열흘 후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내려주십니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먼저 가시어 제자

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낙담한 제자들은 예루살

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레아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

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드라마틱합니다. 

낙담한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는 길에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

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로 낙담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명

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주제는 바로 “선포”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아

버지 하느님과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

고 따름으로 온전히 받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바로 세례 성사로 시작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복음의 “선포”입니다. “선포”는 말 그대로 ‘세상에 

널리 알림’이란 뜻입니다. 그들의 말과 삶으로 복음

을 세상에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눔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이라 일컬음은 바로 그 미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

다. 크리스천으로서 고백하는 “아멘”은 단순히 ‘믿는

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맹세

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 도움을 청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

씀”의 표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빵’의 

표증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의 현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실현

됩니다. 영성체 때 ‘아멘’이라 고백하며 받아 모신 성

체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빵’이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제

자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당신의 아드님 예수

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

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

르십니다. 친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정의 관계이

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광야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보호

자이신 ‘성령’을 주시어 ‘복음 선포’에 따르는 고난과 

박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로운 

삼위일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서 무사안

일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신

앙입니다. 이에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난과 부활로 증거하신 사랑이

며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나 성령을 통

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어 그 계명

을 세상에 선포하시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신뢰하며 파우스티나 성인의 고백에 동참합니다. “저

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

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나의 친구라 불렀다.’ (참조 요한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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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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시몬 수녀님, 최창현 도마 수사님께서  

오십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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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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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청년 연합회에서는 5월 13일(오늘)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야외 미사 버스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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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기도회  

2017년 새신자 만남의 날 

Happy Mothe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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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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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청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새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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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이경훈 미카엘 (646) 266-9100

은혼식, 금혼식 신청   

문의 :  

주일학교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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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휴교  

주일학교 휴교  

주일학교  

주일학교 첫영성체  

일시 : 5월 20일(일)   12:30 p.m. 미사  

도네이션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경로잔치 도네이션  

St. Paul 의료선교 모금현황  

퀸즈 성당 사무장 급구 

주일학교 첫영성체 피정 

일시 : 5월 19일(토)   10 a.m.— 3 p.m.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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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5월 1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박종근 

 

  

  

Flushing 2구역 1반 구역미사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로사리오회 월례회 

5월 13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제회 월례회 

5월 13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Whitestone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Fresh Meadows 구역 1반 반미사  

성당 사무실 휴무  

대건회 월례회  5월 19일(토)   7 p.m.  성당 친교

베드로회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5월 20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울뜨레야   
5월 20일(일) 1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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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2nd Sunday in May    

     Announcements                                                                                   May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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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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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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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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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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th Sunday of Easter                                  

 The Trinity chooses us because God loves us even 
more than we love each other. Peter and the rest left it 
to God to choose Matthias to replace Judas. Like Jo-
seph and Matthias, we have known about Christ Jesus 
from “the time John was baptizing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from us.” we have become witnesses to 
the resurrection. This is what we celebrate together, 
and this is the content of the Gospel of Mark, which 
we read this year. We know all this and are ready to 
share the Spirit that breathes life. God will choose 
each of us according to the divine plan. Although Jo-
seph wasn’t chosen to join the Twelve, he got a differ-
ent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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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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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Day Corsage Distribution  
The youth adult group will  be pinning corsages on all 
mothers this Mother’s Day before the beginning of day 
time masses.  

Happy Mother’s Day  

Crowning of Mary 
Pre K - 5th Grade will be taking 9:30 a.m. Mass and 
will be doing the Crowning of Mary in front of Thom-
as Jung Education Center on May 13th (Today). Please 
pick them up from the classrooms at 11:30 a.m.  

First Communion  
Date: May 20th (Sun)  12:.30 p.m. Mass 

First Communion Retreat  
Date: May 19th (Sat)  10 a.m. - 3 p.m. a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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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Pope Francis, Bishop DiMarzio, Most Reverend Sanchez and all the clergy: that they are renewed  and 
guided by the Holy Spirit as they lead the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Church on earth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ever keep to its evangelical mission, especially     

with the help of the new confirmandi,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e mothers and nurturers of this world: that they are blessed, loved and filled with Mary’s endless 

pati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at are gathered here – that the faith in the fullness of the Risen Christ inspire us to servi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e confirmandi: that they are able to feel more of God’s invisible but existing love for you, to have 

help to grow closer as brothers and sisters, and to have the Spirit guide them through the struggles of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families around the world with different social statuses: that they may always find a path to moral good 

and success in life and hold the bond they shar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they may peacefully come up with a mutual 

agreement and end the grudges and hatred the countries have for each o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Consecrated in Truth  

       Weekly Homily                                                                                                                                                                  May 13, 2018 

  We live in very strange times. Never before i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has truth, science and facts 
been under greater assault. More than ever, we need the gift of discernment to decide what is real and what is 
fake, what is true and what are lies. Perhaps one of the most “true” memes on social media is the faux quote: 
“Do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on the internet”—Abraham Lincoln. 
 
  Back in the bad, old days of dictatorship in South Korea, when newspapers were heavily controlled and 
censored by the government, people read everything with healthy skepticism. With each officially sanctioned 
article, they wondered, “Okay. What really happed?” For too long in the United States, people automatically 
assumed what they heard or read was true, without bothering to question. Now on the internet, where bogus 
stories vie for space with authentic news, we need to be extra vigilant. 
 
  Jesus consecrates us with the truth. If that is the case, then lies and liars (those who create lies and those 
who spread them) are desecrating us. If truth consecrates us, lies defile us. When we read something surprising 
or outrageous on social media, DO NOT AUTOMATICALLY SHARE. First check out if the statement is true. 
Find several reliable news outlets to verify. Ask people. Do your homework. The “Father of Lies”seeks to di-
vide and deceive us. Let us cling more tightly to the truth revealed by Jesus, that consecrates us and sets us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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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Andrew Park•Jungwon Lee•Annie Mu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The Lord has set his throne in heaven.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15-17,20a, 20c-26 (60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4:11-16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Alleluia No.1 567 
Breaking Bread Communion Behold The Lamb 339 

Breaking Bread 

Offering Those who see light 496 
Breaking Bread Closing Mother Dearest, Mother Fairest 182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597 
Breaking Bread Communion 10,000 Reasons 

Be not Afraid 
560 
432 

Breaking Bread 

Offering 
Come to the River 

Come Unto me 
655 
512 

Breaking Bread 
Closing Now Is the time 520 

Breaking Bread 

Consecrate them in the 

tr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