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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Not Leave You Orphans 
< Sixth Sunday of Easter > 

 An orphan is more than just a child who’s lost both parents. An orphan, even if taken in and 
cared for by relatives, remains vulnerable to being taken advantage of, perhaps even by those 
same relatives. Worse, an orphan feels abandoned, unwanted and maybe even unloved. Feeling 
alone in the world, he or she has no one to defend 
and protect them. This is why if you read the Bible 
carefully, you’ll see many verses that proclaim 
God especially helps widows and the fatherless. 
And there is a special place in God’s heart for or-
phans. Scripture repeats God’s love for orphans so 
that we, who claim God as our father in heaven, 
will do what God does and defend and protect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Although orphans normally applies to children, 
notice that Jesus says this to his adult followers, “I 
will not leave you orphans.” Isn’t it interesting, 
then, that Jesus says he will not leave us, his disci-
ples, as orphans in the world? Even as adults, when 
we lose our parents it is normal to feel vulnerable 
and on our own. We miss our parents presence, to 
be sure, but we also miss their wisdom, guidance 
and unconditional love. Here, Jesus is doing what 
God the father does: protects and defends all of us 
so we might never feel alone, unwanted and aban-
doned. But also by experiencing the presence of 
Go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have the blessed assurance that we are not fac-
ing life nor taking on the world alone.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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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5월 17일은 부활 제6주일로 부활절의 후

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일 미사

를 함께 성당에서 못 드린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소했던 것들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그

러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요한 13-17장) 때 제자들에게 보호자를 보내겠다

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 보호자가 바로 성

령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외아들 예수님으로부

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어 우

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곧 떠날 것

을 알게 되고 이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마

음이 산란해 지고 두려움에 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제자들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성령보다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14장 15-21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4: 16) 그리고 또 “나는 너

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자’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

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

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14: 17) 라고 예수님은 설

명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 

모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합

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지

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강하지만 또

한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

한 개인의 믿음이 모여 함께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

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을 보내주십니

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마태복

음 18장 19- 20절에서는 ““내가 또 진실로 너희

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

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언

제나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하며 외아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개인의 나약함을 감싸줍니다. 자신

의 나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교회와 함께하려

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신앙의 힘이고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교

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바로 나약한 우리 각자

의 신앙이 함께 모여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해주

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느님

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를 용

서하시고 바오로를 용서하신 그 자비가 우리 신앙

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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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남들보다 현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

도인이 아닙니다. 다 같이 나약하고 인간적 약점이 

있으면서도 하느님 안에서 겸손하게 반성하고 회

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성

령께서 함께하시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믿음의 노

력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예

쁜 것입니다.  

 

 미약하나 믿음으로 모인 이들은 강합니다. 이것

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또 미사 없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조급증이 

앞서 심란한 주일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

어 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

리는 분명 평화의 성령, 보호자의 성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의 눈물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

하고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고 먼 이야기

가 되어버린 이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새날을 맞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제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

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나 교구 방송중계 (주일 아침 8시)

로 미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사 후 성체를 직접 모시지 못하므로 영적 

영성체를 하시며 다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영성체 (신령성체) 기도문] 

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아래 엎드려 

당신의 거룩한 현존의 심연 안에서  

하찮은 저의 마음과 통회하는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 사랑의 성체 안에서 당신을 흠숭 하나이다.  

제 마음은  당신께 드리는 초라한 거처 안에서  

당신을 영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성체를 직접 영할 수 있는 기쁨을 기다리며 

영적으로나마 당신을 모시길 원하오니,  

오, 나의 예수님, 제가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오소서.  

당신의 사랑이 삶과 죽음을 통해 저의 온 존재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희망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음 성령 송가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

시기 바랍니다.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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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 마스크 1400개 ($3,500), 하상회 $300,     
울뜨레야 $1,500, 성령기도회 $300, 꼬미시움 

$1,000, 어머니연합회 $1,000, 간호사회 $1,505,  
로사리오회 $500, 성소후원회 $500, 요셉회 $500, 
연령회 $500, 안나회 $500, 베드로회 $200, 헌화회 

$200, 성제회 $500, 대건회 $500, M.E $400, 마니

피캇 성가대 $500, 한울림 성가대 $200, 백영희 

율리안나(로사리오회) $1,000, 정혜숙 엘리사벳 

(장학회) $500, 임칠성 라파엘(생활상담소) $200,   
임혜경 루시아 $500,  김흥순 데레사 $300, 김춘

옥 보나벤뚜라 $400, 김정옥 마리아 $300, 최린 

율리안나 $200, 이진희 쥴리아 $200, 유옥경 스텔

라 $200, 오규화 데레사 $1,000, 전영일 라파엘 

$1,000, 허필환 베로니카 $100, 전양선 $500, 손영

호 스테파노 $200(상품권),  김의열 루시아 $30, 
익명 $3,000,  익명 $500, 익명 $500, 익명 $300, 익
명 $250, 익명 $200,  익명 $200, 익명 $200, 익명 

$100, 익명 $100, 익명 $100.                                    
총 모금액은  $26,185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시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매주 일요일 아침 한국어 미사를 교구 채널을 통

해 시청 가능합니다.  

미사 시간 :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화답송                  

 

 

영성체송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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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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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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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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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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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5월  17일 

8 



5 

오 데이비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