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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정 명 진 최 미 화  이 상 원 

8시 미사 김 수 진 윤 석 채 박 만 선  차 충 재  

야외 미사  정 병 숙 박 의 진  최 향 이  안 준 섭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Mike  Choo 

화답송 

입당성가  329 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19 번 
210 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59 번 
156 번 

세상의 참된 행복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200 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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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 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다미안 드 베스테르 신부는 벨기의 ‘예수와 마

리아의 성심 수도회’ 사제로써 33살 때1873년 

몰로카이에 격리 수용되어 생명을 유지하던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목을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12년의 세월을 사목하던 중 1885년 다미

안 신부님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나병 감염을 주교님께 보고 드리고 돌아와 첫 

미사를 드리면서 다미안 신부님께서 마을 사람들

에게 “오늘로써 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강론을 시작하셨

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몰로카이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

을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신 후 

어느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들을 둘러쌓아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 집중

을 하고, 주님께서 율법 학자들의 질문에 어떤 지

혜로 답변하시는지 귀 기우려 듣고 있을 때 예수

님의 친척들이 찾아와 주님을 데려가려고 합니

다. 군중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학

자들과의 토론이 끝나면 친척들을 따라가시겠지 

하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

다. 

 

 예수님과의 작별이 가까워 아쉬움이 군중들 마

음에 차오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친척들을 향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

냐?” 그러고 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

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시선을 집중하며 예수님을 바

라보고 귀 기우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나를 봐주셨으면 하며 주님의 눈과 마

주치기를 바라고 있던 군중들이 이제 떠나가야 할

지도 모르는 “선생님”께 작별의 아쉬움을 나누려

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군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혈육이나, 고향 사람, 우정을 나

눈 친구들, 아니면 사회에서 이익 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관계를 맺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간관계

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혈육, 고향, 우정, 사업, 

의 인간관계를 초월한 더 깊은 관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몰로카이드의 다미안 신부님은 오랜 세월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 보시면서도 당신이 몰로카이드 

주민들과 한 형제라기보다는 그 들을 도와주는 사

목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 몰로카이드 주민의 아픔과 고통, 절망과 버림

받음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만 했던 “구경꾼”에

서 나병을 감염 받으시면서 이제는 몰로카이드 주

민의 아픔, 고통, 절망과 버림받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신부님께서 그 들을 “형제”라고 선언하셨

습니다. 신부님의 이러한 선언으로 주님께서는 나

병 치유에 시작을 허락하셨고 신부님의 희생과 사

랑 그리고 기도가 나병의 완치를 가능하게 하였습

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례성사로 한 가족이 되게 하

셔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이 가족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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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Pastor’s Desk 

Pastor’s Desk은  11쪽 (page 11)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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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

문하셨다.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르코 3: 33-35) 

 

 지난주 8일간의 볼리비아 의료 선교를 다녀와

서 몸은 피곤하지만, 얼굴이 빛난다(?)는 말을 많

이 들었습니다. 선교의 은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 먼 곳의 식구들을 만나고 온 느낌입니

다. 어느새 회우의 기쁨과 함께 잔잔한 그리움의 

여운이 남습니다.  

 

 먼 이국에서 온 이방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

픈 이를 치유해준다는 소문은 먼 마을까지 퍼지

고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오는 1000여 명의 

환자 중 대부분은 일상의 노동에서 오는 근육통

이며 신경통이지만 그래도 오는 이유는 위로일 

것입니다. 의사의 한마디 말과 한 봉지 진통제 

그리고 운이 좋으면 한 봉지의 비타민은 덤으로 

얻어 돌아가는 길은 훈훈한 마음입니다.  

 

 의료 선교의 가장 큰 치유는 바로 “아프다.” 

“삶이 힘들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이방인들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약보다 

중요한 치유입니다. 누군가가 내 하소연을 들어

준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 하소연에 

답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바로 이런 사소한 치유의 선교

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의 하소연도 하찮거나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나가는 한

숨에도 사연이 있고 치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그 하소연을 그 한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사실” 만큼 

큰 위로와 치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볼리

비아의 산안토니오는 아주 깊은 산골 동네로 그 

동네 보건소 의사들도 차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그들이 불편해하

긴 해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

은 위로에도 기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에도 기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을 아는 이들은 나같이 대도시에서 

온 닳고 닳은 이의 시니컬한 삶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도시에 사는 이의 영악함은 이들의 순수함에 

바로 몰로카이드의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 환자

들을 위해 사시다가 그 들의 아픔과 고통 절망과 

버림받음에 동참 할 수 있게 되자 “이제 나는 여

러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셨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당 가족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

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는 “형제, 자매”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사람들을 “형

제, 자매”라고 부를까? 그리고, 다른 나머지 본당 

가족들을 나는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봅니다. 

그러면서 미사 시작 부분인 참회 예절의 시작 말

씀이 기억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

게 고백하오니……” 

 

 오늘은 본당 야외미사이기도 합니다. 이 야외 

미사 때 나와 가까운 “형제, 자매”들 하고만 먹고 

마시고 놀이하고 하지만 말고, 본당에서 단체에

서 홀로 서 있는 외로워하는 그리고 버림받은 나

의 이웃에게 내가 “형제가 자매”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둘째 주일 (6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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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성당 사무장 급구 

특별헌금  

6월 24일(일) :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아버지날 꽃 만들기 봉사  

일시 : 6월 16일(토)  12 p.m.부터 시작 

장소 : 제 1교육관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8 야외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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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2:00 점심시간 

       2:00 - 4:00 친교시간 

       4:00 - 4:30 시상 및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관리 

배신부님 신품성사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7일(일)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사제 수품성사 기념일  

2018 본당 야외 미사   

일시 : 6월 10일(오늘) 10:30 a.m. 미사 

대상 : 모든 본당 교우 

*6 p.m. 미사 없습니다.  

St. Paul 의료선교 현황보고 

주교님 본당 방문 “환영합니다!” 

  공동체 소식                                                                                                         2018년  6월 10일 



  공동체 소식                                                                                                         2018년  6월 10일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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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세대 문의  

일시 : 매주 주일 9 a.m. -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2018년 여름학교 등록 

 

2018년 제11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  

금액 : $2,200  환불불가 (성당보조 : $600)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헌혈 행사  

일시 : 8월 26일(일)  8:30 a.m. - 2:30 p.m.  
주최 : 간호사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한국학교  

한국학교 교사 모집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718-321-7676 

로고스 성가대 총회 

일시 : 6월 17일(일) 10:30 a.m. 
장소 : 교육관 채플실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케루빔 종강 파티 

일시 : 6월 24일(일)   12:30 p.m. 미사 후  

장소 : 교육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 캠프 

일시 : 6월 29일(금) - 7월 1일(일) 
장소 : Holmes Camp and Conference Center 
           60 Denton Lake Road, Holmes, NY 12531 
비용 : ) 
출발시간 : 6월 29일(금) 7 p.m. 
도착예정 : 7월 1일(일) 5 p.m.   
준비물 : 슬리핑백, 플래쉬, 수영복, 수건 등등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혼인 교리  

혼인교리 

Flushing 1구역 1반 

6월 20일(수)  12 p.m.  전윤애 아녜스 Home 
143-59 37 Ave. #3, Flushing, NY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회의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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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년 대회 World Youth Day in Panama  

날짜 : 2019년 1월 21일(월) - 1월 28일(월)  
대상 : 18세-35세 청년들 

장소 : 파나마 시티 (Panama City) 
참가비 : $2,428(항공, 교통, 숙식 등 일체포함) 
신청비 : $700 (1차), $1,000 (2차),  
               나머지는 기금마련으로 충당 예정 

신청서 : 사무실 

신청 마감 : 5월 31일(목) 
지도 신부 : 황필구 요한 신부님 

문의 : pilkoo.john@hotmail.com/ (718) 22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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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 7월 21일(토)  9 a.m. - 9 p.m.  
           7월 22일(일)  9 a.m. - 5 p.m.  
장소 : Felician College  
참가비 : $30 (6월 30일 토요일 이후 : $40) 
신청문의 : 성령 기도회  

               김흥순 데레사 (347) 453-8197 

생활 상담소 

안나회 월례회 6월 12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6월 12일(화)  10 a.m.  
 7월, 8월은 경로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생활 상담소 

6월 10일(오늘)은 야외미사인 관계로 생활 상담

소는 휴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건회 월례회 6월 16일(토)  7 p.m.  성당 친교실  

하상회 월례회 6월 16일(토) 7:30 p.m.  

피정/성령대회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6월 17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6월 17일(일)  2 p.m.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6월 24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울뜨레아   

6월 17일(일)  12:30 p.m.  

어머니 연합회 총회  

베드로회 월례회  

6월 17일(일)  12:30 p.m.  

  공동체 소식                                                                                                         201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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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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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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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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ation for Cherubim and Logos Choir 
Time: June 24th to July 29th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9:30 and 12:30 masses be-
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All are encouraged to sing during both the mass. 

 

Date : Sunday, July 8th  
Grades: Graduating 5th graders to 12th graders 
Students must be currently enrolled in Sunday school. 
The 9:30 mass needs new liturgy readers. Applications 
will soon be available. 
 

Note: All new liturgist must proclaim the Word at the 
12:30 pm mass during the summer before they are 
switched to 9:30 am mass. 

 
  
The first woman, Eve, stands before God making ex-
cuses for why she gave fruit from the forbidden tree 
to Adam: “ The serpent tricked me into it.” The Evil 
One predominates as well in the minds of the scribes 
assembled where Jesus speaks to the crowds in para-
bles: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drives out demons.” The New Eve stands 
outside the place. Mary’s very presence is a kind of 
parable. Moved by the obedience of the Mother of 
God, the Son of God proclaims: “Who is my mothe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Such obedience ef-
fects the ultimate driving out of Satan.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will raise us also with Jesus and 
place us with you in his presence”...a place better 
even than Eden.  

We are looking for Korean School teachers. Please 
contact Sr. Hur at 718-321-7676. 

Date : Jun. 24th (Sun)   (Time : 12:30 p.m.)  
Place : church basement  

 

Logos Choir Annual Meeting 
Date : June 17th (Sun)  
time : 10:30 a.m.  
Place : Education Center 
Students and parents must attend to the annual meeting 
together. Drink and snack will serve.  

Noodle Party for World Day of Prayer for the 
Sanctification of Priests 
When: Sun, Jun. 24th  
Time: after 11 a.m. Mass 

2018 St. Paul Chong Ha-Sang Outdoor Mass 
When : Jun. 10 (Today)  10 a.m. - 5 p.m. 
Place : Heckscher State Park (Field #2)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11730 
Schedule for Outdoor Mass 
8:00 a.m. bus departure 
10:30 a.m. - 11:30 a.m. Mass 
12:00 a.m. - 2:00 p.m. Lunch 
2:00 p.m. - 4:30 p.m. Samulnori Performance, Games,    
                                Closing Prayer 
4:30 p.m. - 5:00 p.m. Cleaning  
Indoor Mass Schedule  
Mass in Church on Jun. 12th :  
8:30 p.m. Vigil Mass on June 9th 
8:00 a.m. Mass on June 12th 

Jun. 24th (Sun) :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Outdoo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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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10, 2018 

  One of the most common human weaknesses is our inclination to blame someone else for our mistakes. 
It is common for young children to blame a sibling for breaking a glass or the dog for eating one’s home-
work. It’s pretty sad if an adult has difficulty admitting and accepting blame and responsibility for his or 
her actions. That’s what makes today’s first reading from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so human. God 
says, “Don’t eat this fruit” but Adam eats it. Adam’s eyes are opened, he realizes he’s naked —and no-
tice— he’s not embarrassed. He’s afraid! He knows he disobeyed the God who created him and loves him. 
So what does he do? He blames Eve! 
 
  Then confronted by God, Eve blames the serpent. Everyone blames someone else. But eventually, as 
we mature, we have to stop blaming the devil for the bad choices we make and the bad things we do. Yes, 
perhaps we were tempted, but ultimately we have free will. We decided to sin. 
 
  A few years back it was a popular thing to say, “The devil made me do it,” where it was referring to 
stealing money or lying or cheating on your spouse. But the devil can’t make you do anything. Sure, the 
devil knows our weaknesses and soft spots and will certainly try to tempt us, but we are no longer children 
(or childish adults) and the Lord comes to the aid of all who acknowledge their guilt. Now, don’t you sud-
denly feel like going to confession?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순수함을 경

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 “누

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질문에 자

연스레 답합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입

니다.” “이들의 어린애 같은 순진함이 바로 하느

님의 뜻일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의견

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무한경쟁의 삶을 살아

가는 이들에게 행복이란 말은 그리 쉬운 말이 아

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간단한 말을 철학적으

로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철

학적 인문학적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단어인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

다. 

 

 행복이란 말이 먼 나라의 생경한 말처럼 들리

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학이나 영성이라는 이름으

로 어려운 말로 치부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일상

의 말로 우리 삶 안에 살아있는 일상의 말이라면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는 “하느

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인 것입니다.  

 

 서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위로하며 빙그레 웃으며 인

사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

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의 한 곳에 아픈 이를 치

유하려 약을 바리바리 싸가지만 결국 우리가 따

듯한 치유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

눔의 신비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웃으로부터 문득 느끼는 사소한 따

듯함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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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10, 2018 (Year B)  No. 2371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3:9-15 (89B) 
Responsorial  Psalm 
 ◎ With the Lord there is mercy, and fullness of  
       redemption.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4:13-5:1 
 

Communion Antiphon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sav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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