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 강림 대축일                                                                 2019년 6월 9일(다해) 2424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임 수 빈  이 태 희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수 진  이 재 명  윤 수 연  이 청 일  James Mun•Grace Nam•Regina Lee•Daniel Lee 

11시 미사  정 혜 숙   최 윤 승  이 성 희  한 해 남 Jungwon Lee•Sean Lee•Ted Park•Jaymi Choi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물준비성가 
  

212번 
210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66번 
493번 

생명의 양식 

살아계신 주 성령  

파견성가 199번 예수 마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부속가 <성령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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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보호

자 성령 하느님께서 불꽃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강림하시어 사도들에게 역사 하심으로서 예수님

께서 계획하셨던 죄의 용서의 교회 즉,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

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

한 20,22) 의 시작이 된 축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배우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게 이끌어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역

할을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가 가톨릭교회가 뭔데? 라고 질문

을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요? 

주일 미사 때마다 바치는 신앙고백, 니케아 신경, 

을 보면, 신경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이고 거룩하

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나

이다.”라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 합니

다. 

 가톨릭교회는 하나라는 뜻은 교회는 단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한 신앙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아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

루고 있으며, 한 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

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믿음과 성사

가 하나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의 말씀인 성

경도 하나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창시한 분이 바

로 하나이신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독생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교회

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 하느님께서 교회에 거

룩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

원은 죄인들로 구성되어있지만 죄의 용서를 주는 

교회인 죄 없는 교회에 우리는 몸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성인들을 통해서 그 빛이 빛나

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온

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보편 된 교회는 신앙 전체를 선포하며, 교회는 

모든 구원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모든 

민족, 사람, 모든 시대에 전하며 이 모두를 포옹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든

든한 기초, 즉 주님의 열두 사도 위에 세워졌으

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

교단 안에 현존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

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현재 고백하는 예

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 하는 것을 거

슬러 올라가면, 그 시초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로

부터 시작된 신앙 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870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를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

는 교회라고 고백한. 비록 이 조직 밖에도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교회는 베드

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이다.” 

 오늘은 지난 50일간의 부활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성령강링 대축일입니다. 열흘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

려보내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은 용기를 얻

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

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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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9일 

 ‘교회’가 시작한 오늘 우리는 야외에 나와 주님께 

거룩한 미사를 드립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

올리게 합니다. 공원의 들판에서 우리 교우들이 옹기

종기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

는 모습이 마치 오병이어의 장면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을 따라 멀리 온 군

중은 저녁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제자들은 

군중을 돌려보내어 각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을 들판에 앉혀 빵 다

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이 넘는 군

중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참조 루카 9: 10-17) 
 
 오늘의 야외 미사를 위해 노심초사 준비해 온 사목

회장님이 “신부님, 다행히 이번 주일은 비가 안 옵니

다.”라고 말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띱니다. 그 말

에는 안도의 기쁨이 섞여 있음을 느껴집니다. 요즘 

전에 없이 자주 비가 오기에 회장님이 날씨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하상회 주체 효도관광 기금 마련 골

프대회를 열었을 때 날씨가 참 좋아 다행이라고 말했

더니 하상회 회장이 말합니다. “신부님, 요즘처럼 일

기예보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본 적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의 골프대회를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

목입니다.  
 
 책임자가 전체를 위해 지고 가야 하는 책임의 무게

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

게가 두려워 피하기도하고, 그 무게에 겨워 쓰러지기

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임의 무게를 지고 가는 

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또는 혼자서 지고 가려고 

하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

의 책임자들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

임지고, 친구들의 모임을 책임지고,….공적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책임은 언제나 가볍지 않으나 

함께 더불어 라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거운 짐

을 진 사람은 다 당신께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

의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고 단언하십니다. 이는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응원군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지혜이며, 지식이고, 깨달음입니다. 또한 성령은 인내

이며, 용기도 하며, 효경이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

니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될 때와 책임이 성취의 발

판이 될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의 짐의 무게

를 미리 두려워하거나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모든 것

을 이루어 내려 할 때 결국 힘에 겨우 쓰러지게 되며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구성원이 어

떻게 함께 합심하여 이루어 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

다. 예수님 방식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말 

고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끄는 목동처

럼 양들의 믿음을 얻어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날이 저물고 외딴곳에 수많은 군중을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은 걱정에 싸여 군중을 돌려

보내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

다. 그 기적은 바로 일사분란하게 따라주는 믿음의 

군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 사

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

니다.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에  공교롭게도 야외 미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우리는 함께 더

불어 좀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의 무게

를 십시일반으로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본당 공동

체원 모두가 오병이어의 배부른 군중처럼 행복으로 

배부른 화목한 하루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풍족함이 

기대되는 내일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6월  9일 

둘째 주일 (6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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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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야외 미사     

6월 30일(일)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2019년 본당 야외미사 일정표 

장소 : Heckscher State Park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11730 

(Field #2)  (631) 581-2100 

** 어린이들을 위한 Clown Entertainment도  

준비되어있습니다. 

AM   8:00 버스 성당 출발 

       10:00 - 10:30 미사 준비 

       10:30 - 11:30 미사 

PM   11:30 - 1:30 점심시간 

       1:30 - 4:00 친교시간 

       4:00 - 4:30 시상 및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관리 

2019년 본당 야외미사 기타 사항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6일(일)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아버지날 꽃 만들기 봉사  

일시 : 6월 15일(토)  12 p.m.부터 시작 

장소 : 제 1교육관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봉성체   6월 14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6월 14일(금)  10:30 a.m.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6월 11일(화)  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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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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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미사  |  Mass 

혼인교리 강좌 안내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파티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소공동체 노래  
 

1.  말씀을 이 땅에 내리시어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길을 밝혀 주시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살아가리 

    크신 사랑 전하는 지킴이가 되리라 

 

2.  불꽃보다 더욱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바다보다 더욱 드넓은 모든 꿈을 접은 채 

    따라 갔네 따라 갔네 주의 길을 따라 갔네 

    성정하상 바오로 우리 교회 터전이라 

 

3.  일곱빛깔 마음들이 사랑하며 하나되니  

    땅 끝에서 하늘까지 무지개 피어나네 

    이루었네 이루었네 소공동체 이루었네 

    오늘도 손에 손 잡고 무지개 타고서 

    

요셉회 효도 관광 골프대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 모든분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하상회 일동 > 

도네이션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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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 ANNOUNCEMENTS                                                                                                  201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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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5월 26일(일) - 6월 1일(토) 19,546단 

누적 봉헌 단수 총 529,689단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단체별 회의 및 알림 

봉사위원 모집  
새롭게 생활상담소에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단원 모집 

생활 상담소 
6월 9일(오늘)은 야외 미사 관계로 생활  

상담소는 휴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넷째 주일) 생활 상담소 있습니다.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대건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울뜨레야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복사단 파티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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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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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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886-4126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Summer Camp 

Announcements  2nd Sunday i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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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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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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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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2019 Summer Church Outdoor Mass 
Date : Today, June 9th 
Pace : Heckscher State Park, Field #2 
Because the church picnic is next week, there will only 
be 8 a.m. mass. We encourage the congregation to go 
to the Saturday evening mass of 8:30 p.m. or to the 
masses at your location parish.  
Please ask the church office for direction to Heckscher 
State Park.  
Schedule for Outdoor Mass 
8:00 a.m. bus departure 
10:30 a.m. - 11:30 a.m. Mass 
11:30 a.m. - 1:30 p.m. Lunch 
1:30 p.m. - 4:30 p.m. Samulnori Performance, Games,    
                                Closing Prayer 
4:30 p.m. - 5:00 p.m. Cleaning  

Cherubim End of School Party  
Date : Jun. 16th (Sun)  
Time : 1:30 p.m. - 3 p.m.  
Place : Education Center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529,689 decades. 

Confirmation Mass  
Date : June 23rd (Sun)  
There will be a mass switch. The children’s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JH - HS mass will be at 12:30  
p.m. due to confirmation.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June 26th (Sun)  
Age : Students going into 6th grade and up  
Start : 10:30 a.m.  
End : 1:30 p.m.  
We are looking for new students to be readers for mass. 
Breakfast will be provided.  
Please note : applicants must be scheduled readers for 
the 12:30 p.m. mass at least twice before they are to be 
liturgists for the 9:30 a.m. mass. 

Vacation for Cherubim  
Time: June 30th (Sun) to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All are encouraged to sing during both the mass.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9, 2019 

 Toda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yet often overlooked events in salvation history: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upon the apostles and the Blessed Virgin Mary. Pentecost means 50 and originally re-
ferred to the fifty days after Passover when Jews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Shavuot). This com-
memorates God’s giving the Law to Moses on Mount Sinai after being freed from slavery (Passover) 
in Egypt. On this day they went from being slaves to being the people of God. 
 
 The Apostles, as devout Jews, went to Jerusalem to celebrate Shavuot, but on that day something 
more wonderful and unexpected happened. A great wind filled and shook the house where they were 
gathered, flames of fire appeared over each of of their heads, the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is 
once-timid band of disciples ignored the dangers awaiting them and ran out into the streets, each pro-
claiming the good news of Jesus in a different language. On that day the Church was born: the new 
people of God! 
 
 The exciting thing is: the miracle of Pentecost continues to this day! God continues to pour out the 
Holy Spirit on all believers who long for the reign of God. We have received (and continue to receive) 
that same Spirit at our Baptism, Confirmation and other sacraments. We know it is the Spirit because 
we no longer let our sins or guilt hold us back, we gladly forgive and ask forgiveness, and we willing-
ly face ridicule and opposition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We are Catholics today because genera-
tions of Catholics handed down the faith. Now it’s our turn to hand it on to others. We celebrate 
Christmas, we commemorate Easter, but we participate in Pente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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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entecost  Sunday                                                                                                                               June 9, 2019 (Year C)  No. 2424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2:1-11 (6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3b-7,12-13 
Communion Antiphon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of the marvels of God, alleluia. 

Sequence <Veni, Sancte Spiritus> 

 

 Pastor  
 Parochi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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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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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oseph Han  

Pentecost Sun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