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 제5주일                                                                     2019년 5월 19일(다해) 2421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임 수 빈  장 창 규 손 신 애  조 은 경  Jaymi Choi•Jin Tae Kim•Grace Nam 

8시 미사 김 대 성  김 병 민  박 만 선 김 철 순  Matthew Choi•Nicholas Kim•Katherine Kim 

11시 미사  최 혜 숙  조 민 교  이 성 희  추 영 철  Isaac Shon•Seo Yeon Choi•Steven Lee 

6시 미사  신 은 혜  문 소 영  왕 은 희  문 소 영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138번 만왕의 왕 

예물준비성가 
  

48번 
220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8번 
174번 

오묘하온 성체 

사랑의 신비 

파견성가 241번 바다의 별이신 성모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서로 사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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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성모님의 달 오월과 함께 어머니 날을 빗속에서

도 가슴 뿌듯하게 지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갖는 힘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기

도 합니다.  
 
 아름다운 오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우리 인류

의 서사시와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  복음

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전례적으로 공관 복음은 3년 주기로 나뉘어서 매 

주일 읽혀집니다. 첫해를 ‘가’해로 정하고 이때 마

태오 복음을 매주 선포합니다. 둘째 해는 ‘나’ 해로 

마르코 복음을, 셋째 해는 ‘다’ 해로 루카 복음을 선

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 요한 복음은 주로 

성탄과 부활 시기에 선포됩니다.  
 
 요한 복음은 그 어투부터 다른 공관 복음과 사뭇 

다릅니다. 하느님의 신성을 중시하는 요한 복음은 

읽을수록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복음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도 요한 복음의 13장 31절에서 35절까

지의 말씀으로 13장에서 17장까지 아우르는 예수

님의 “석별의 교훈”의 첫 부분입니다. “석별의 교

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맞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제자

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

짝 놀랐고 베드로는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

시렵니까?” 라며 그럴 수 없다고 반항(?)합니다. 예
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

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베드

로는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

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배신할 사람을 알려줍니다. 배신자 이스

카리옷의 유다가 나가자 오늘의 복음을 말씀하십

니다. 오늘 복음은 “계명”에 대한 복음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살아가야 할 방법

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33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

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

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

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

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을 남기십니다. 그 유언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유언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
리 이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비슷할 수 있지

만 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관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

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 자식에 대한 무조건 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

어줄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바

로 “친구”가 아닌 “내 자식”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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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사랑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나에 대한 사랑

에 한해서입니다.  
 
 이에 반에 하느님의 사랑은 내 자식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 사랑입니다. 마치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공평히 내리듯이 하느님의 사

랑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사랑입니다. 
차이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

다.  
 
 이에 하느님의 사랑은 공평성에서 모든 이의 이

해를 얻기 힘듭니다. 루카 복음의 “돌아온 탕자” 

(루카 15: 11-32) 이야기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

에 비유하여 감동스럽지만 루카 복음 사가는 여기

서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일에서 돌아오는 큰아들

의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하느님의 공평한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느님의 무

조건적 사랑을 따라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사랑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인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사

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공관 복

음의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빵 

나눔과 포도주 나눔”을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성체성사의 의미와 시작을 설명

합니다. 이와 달리 요한 복음의 최후의 만찬 장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담으로 누구에겐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

을 씻어 주셨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간단

합니다. “더러워서요.”  
 
 물론 맞는 답입니다. 당시 신발은 대개가 샌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일상

이었습니다. 손은 쉽게 씻을 수 있지만 발은 불편하

므로 누군가가 씻어주면 참 편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어 종들이 주인이나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보이

는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관습적 의미를 뒤집어 버리

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펄쩍 뛰며 반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높은 이가 낮은 

이를 아끼고 갖은 이가 못 갖은 이를 살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인 것

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은 내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아니며, 소유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것

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거나 누군가를 아끼어 내 것

으로 만들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사랑하다’의 어원은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왔

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

다.  
 
 이에 하느님은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그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바

로 나를 버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은 “내 것”이라는 소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에 

대한 배려와 나눔으로 승화됨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은 바로 ‘자유’입니다. 내 것

을 나누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하느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굳이 나의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사랑

은 또한 비교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사랑은 집착과 아집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

소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은 발 씻음

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똑같이 행할 것을 명

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

여라.” 



부활 제5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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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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5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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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교  

혼인교리 강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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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보조금 $600, 개인부담 $1,600)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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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토)  8 p.m.     

2020년 부활 예비자 교리반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본당 야외 미사     

6월 2일(일)  1:30 p.m.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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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미사  |  Mass 

Bayside 구역 5반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한국학교 휴교  

성당 사무실 휴무  

일시 : 6월 2일(일)   1: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문의 : David Oh (718) 908-0733 

한국 학교  

주일학교 휴교  

사무실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1구역 4반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Bayside 구역 3반  

반장 : 김 루시아 (917) 913-3120 

볼리비아 의료선교 출발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5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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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5월 5일(일) - 5월 11일(토) 13,178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70,523단 

두레 청소년 성령 피정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10학년 - 12학년  

날짜 : 5월 24일(금) – 5월 27일(월)    
시간 : 금요일 6 p.m. - 월요일 3 p.m.  
장소 :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 Neck Rd, Huntington, NY 11743 
문의 : David Yoo (646) 54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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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뜨레야 월례회  

단체별 회의 및 알림 

 윤기춘, 박재환, 박영서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5월 19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5월 26일(일)  2 p.m.   성전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5월 26일(일)  2 p.m.   성당 친교실  

간호사회 월례회  

5월 19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사목회의  

일시 : 5월 29일(수)  9 p.m.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5월 19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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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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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Sunday in May      

Announcements                                                                                       May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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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4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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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support by Church, $1,600 you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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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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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day, May 19th  
Time : 1: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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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h-12th Grade High School Camp 
Date : Friday, June 28th - Sunday, June 30th 
Place : 
Address : 60 Denton Lake Road, Holmes, NY 12531 
Arrive to Church : Friday, June 28th  5:00 p.m.  
Pick Up at Church : Sunday, June 30th  5:00 p.m.  
Registration Fee : $120 
Deadline to Register : Sunday, June 2nd  
 All forms and fees must be submitted to a Sunday     
      School Teacher 
 Registration forms can  be found in the chu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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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ur Church scattered over the face of the earth, striving to give witness to the coming of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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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human race, constantly searching for harmony amidst war, racism, and terrorism.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how their love for others in the field of medical care. We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mmunity of faith, as we try to live out the love of Jesus in our midst.We pray to the Lord.◎ 

 For the gentle repose of the souls of those who have died.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y 19, 2018 

  Are laws good or bad? Throughout history, there have been good laws and bad laws. Two hundred 
years ago, slavery was legal—and condoned by the church! Ninety years ago, Nazi Germany passed 
laws saying it was okay to arrest, detain, and massacre Jews and other “undesirables”. Fifty years ago 
it was legal to refuse service to African Americans. So clearly laws can make something legal, but 
they can’t make things moral or right. 
 
  What purpose do the laws serve? Ideally they should prevent us (or at least discourage us) from 
harming or stealing from one another. Better laws also limit the power of the state to deprive people of 
their rights. You might say that laws prevent us from living like animals (although truth be told, I 
think animals are often kinder to one another than we humans are.) Civilizations and society depend 
on laws to provide order for the common good. Religious laws, or commandments, are designed to 
help us live holier lives according to God’s will. But for all their intent, whether secular or religious, 
laws are imposed from the outside, like a bit and bridle are used to control a horse. 
 
  At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613 commandments in the Bible, controlling every aspect of life. 
But for all the control, people were not getting holier or closer to God (because you can’t get closer to 
God by avoiding your neighbors). So Jesus boiled those 613 Commandments down to two: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ust before he left us, he reduced those two to just one: love one 
another. Here is the heart of discipleship. And this is from the inside! If we vow just to keep this one 
commandment, we will always do what is right, moral and just, even if society’s laws permit or forbid 
otherwise. This one law of Christ is greater than any other law. Obey this and murder, slavery, war, 
stealing, fighting, cheating, abuse, lying, violence and gossip will disappear. This law is the key to the 
kingdom of Go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5th Sunday of Easter                                                                                                                         May 19, 2019 (Year C)  No. 2421 

 

Irin Cho James Mun Alex Kwak Jocelyn Park•Jung Won Lee•Jasmine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Alexander Kim•Ashley Jeong•Mina Kim 

Responsorial Psalm    ◎ 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 my king and my God.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4:21-27 (5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1:1-5a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ift High the Cross K 712 
Breaking Bread Communion 

198 
340 

Breaking Bread 

Offering 476 
Breaking Bread Closing City of God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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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one an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