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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ike  Choo 

화답송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340번 
512번 

봉 헌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51번 
496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199번 예수 마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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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VEREND NICHOLAS DiMARZIO, Ph.D., D.D. 

11TH SUNDAY IN ORDINARY TIMES

 Every year I plant a garden.  The plants are 
started from seed which I plant normally at the 
end of March.  I like to see things grown.  Fortu-
nately, I have an enclosed porch where the sun 
comes in and I can begin growing my tomato, 
zucchini and herbs.  Some of the seeds are very 
small, like the mustard seed mentioned in the 
Gospel today.  It is hard to imagine how that seed 
can grow into a bush and produce many things.  
When you plant a seed, it is almost like an act of 
faith.  We believe that the seed will grow.  We 
believe that God, who has created all things, has 
given us this privilege to till the earth, as we hear 
in the Book of Genesis.   
 

 Today, the readings speak about God who is the 
planter.  In the reading from Ezekiel, we see how 
God will take a sprig of cedar from the very top 
of the cedar tree which is tender and can take 
root.   Really, this is a parable about Israel that 
Jerusalem, which is on a high mountain, is what 
is planted by the Lord.  Sometimes the planning 
does not take root, but the Lord does not give up.  
He plants again until the cedar tree, until Jerusa-
lem, is firm.  
 

 In our responsorial psalm today, we hear that 
we ar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We wait 
for the harvest.  We flourish because Gods tends 
us and feeds us.   
 

 In the Gospel today, Jesus gives us several par-
ables about planting and seeds.  The point he 
makes is that God gives the growth.  As members 
of God’s Kingdom, we also bear fruit, the fruit 
that comes from the seed of faith planted in us by 
baptism.  The New Evangelization is our man-
date to go and make new converts, one-by-one, 

just like the small mustard seed that grows to be-
come part of God’s Kingdom, so that everyone 
who we bring into the Church is part of the 
growth of the Kingdom of God.   
 

 I am so proud of you, our Korean people, who 
each year make and bring many converts to the 
faith; people who were not Christians, or people 
who are Christians of other denominations who 
want to profess their faith in Jesus Christ in our 
Catholic Church.  Thank you for sending them 
now to the Rite of Election where they can see 
all of the other converts in our multi-ethnic dio-
cese where so many people each year – almost 
500 – accept baptism.  Here in Flushing, the Chi-
nese community at St. John Vianney and St. 
Michael’s bring many people to the faith.  The 
Asian presence in our diocese in Brooklyn and 
Queens is certainly a blessing.   
 

 Today, we come to celebrate the Eucharist.  In 
some place in the world, seeds were planted and 
they grew, and the wheat was harvested to make 
the bread which we use today to become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somewhere else in 
the world seeds were planted and grapes grew on 
vines that were harvested and made into wine, so 
that today we can participate in the Eucharist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Today, we cele-
brate the Kingdom in the New Covenant with the 
Body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My faithful 
Korean sisters and brothers, may God bless you 
abundantly for the wonderful growth that this 
parish has seen over the years, not only in your 
expansion of buildings, but also in your expan-
sion of 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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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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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

요.’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

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르코 5: 37)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온 듯하지만 찌는 듯한 열기

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름은 여름이지만 여름은 

아직 아닌 듯한 여름입니다. 말장난같이 이런 어정쩡

한 상황은 우리 일상에 참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 흑백이 명확한 상황을 선호하지만 결국 선택의 순

간은 모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모호함 속에 우리는 

“아니오” 보다는 “예”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

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처럼 “예”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결단력

과 용기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대답이 가져

오는 상황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물어본 사람의 

지위나 친밀도 등이 이성적 판단에 앞서기 때문은 아

닌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예”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하

고, “아니요”라고 해야할 때 “예”라고 답합니다. 그

리고 그 대답에 대한 책임 앞에서 또 갈등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읽은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유비의 삼고초

려로 통일의 대업에 참여합니다. 대업을 이룰 수 있

다는 확신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비라는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대업에 동참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두고 참여합니다. 그 결정에 제갈공명은 후회하지 않

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대업을 위해 투

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식사 후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시어 

마지막을 피땀을 흘리시며 준비하십니다. 이윽고 유

다가 이끄는 수석 사제와 원로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

님을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자르며 반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잘

린 귀를 치유해 주시며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이를 몰라라 하며 잠에 취한 제자들에 섭섭해하시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이전에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펄쩍 뛸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거라.”

라며 책망하십니다.  

 

 당신을 위하는 말을 한 베드로에게 유혹자 사탄이

라 일컬은 것은 바로 당신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리

고 당신이 당시 아버지께 하신 대답, “예”에 대한 책

임을 완수하십니다. 바로 파스카의 신비는 이렇게 완

성되십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을 이겨내신 그 의지는 바로 아버

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며 그 믿

음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단지 인간적 결단력 있

는 의지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한발을 걸쳐놓은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단호한 결

단력을 갖은 적극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신앙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 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는 아주 위험한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보 같고 

어리숙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

에는 참으로 고귀하고 장한 결정이며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원한 삶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여름 날씨는 여름 같지 않아 인간적으로 좋아

하지만, 오히려 감기 걸리기 쉽고 곡식이 열매를 맺

는 데 쉽지 않는 날씨에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겨울을 겨울 

다와야 하듯이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셋째 주일 (6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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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학교 등록 

 

퀸즈 성당 사무장 급구 

헌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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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7일(오늘) 매 미사 전 후  

장소 : 본당 정문 앞  

사제 신품성사 기념일  

주교님 본당 방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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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Happy Father’s Day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6월 21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00 pm  & 미사 : 8:30 p.m.  

요셉회 월례회 및 청소 

7월, 8월 2개월간 요셉회 월례회 및 성당 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석근 레오 사제서품식  

사제서품식 : 6월 23일(토)  11 a.m.  
락빌교구 성 아그네스 대성당 

주소 : 29 Quealy Place, Rockville Centre, NY 11570
첫미사 : 6월 23일(토)  12:15 p.m. 
장소 : 롱아일랜드 한인 성당  

주소 : 690 Woodbury Rd, Woodbury, NY 11797 

배신부님 신품성사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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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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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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한국학교  

한국학교 교사 모집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718-321-7676 

로고스 성가대 총회 

일시 : 6월 17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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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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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잔치 도네이션  

본당 발전기금 도네이션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필요시 아이와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7:45 p.m.  
문의 : 이한나 글라라 (917) 403-5321 

도네이션  

청소년 선교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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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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시오 영성 8박9일 침묵피정 

일시 : 6월 17일(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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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정/성령대회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6월 17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6월 17일(오늘)  2 p.m.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6월 24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울뜨레아   

6월 17일(오늘)  12:30 p.m.  

어머니 연합회 총회  

베드로회 월례회  

6월 17일(오늘)  12:30 p.m.  

Fresh Meadows 구역 1반 

6월 24일(일)  12:30 p.m.  조재홍 레지나 Home 
150-58 Melbourne Ave. APT A, Flushing, NY  
반장 : 조재홍 레지나 (718) 26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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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6월 24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남준, 안영남, 전대영, 문석현 

 

  

  

구역분과 회의  

6월 26일(화)  8 p.m.  

사목회 회의  

6월 27일(수)  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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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임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6월 17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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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광고주 모집합니다. 



Announcements  3rd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June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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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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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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dom of God may start small but, like the 
mighty oak hidden in an acorn, its potential is enor-
mous. Christ plants the seed of the kingdom-God’s 
word-in our hearts. There, while we sleep and rise, 
day and night, it sprouts and grows, we know not 
how. “the Christian’s life is a life of faith, founded on 
the word of God and nourished by it,” Pope Benedict 
XVI tells us “General Audience, March 1, 2006). Let 
us read and hear God’s word prayerfully each day 
and find nourishment in it, that his kingdom may 
grow within and amo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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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ime : 10:30 a.m.  
Place : Education Center 
Students and parents must attend to the annual meeting 
together. Drink and snack will serve.  

When: Sun, Jun. 24th  
Time: after 11 a.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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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Father’s Day  

Date and time : Jun. 23rd (Sat)  11 a.m.  
Place : Parish of Saint Agnes Cathedral 
           29 Quealy Place, Rockville Centre, NY 11570 
First Mass : Jun. 23rd (Sat) 12:15 p.m.  
                  690 Woodbury Rd, Woodbury, NY 11797  

Date : Jun. 17th (Today)  
Location : the front of church  [They will be selling 
coffee and foods—please be willing to donate] 

Father Andrew Kim 
20th Ordination : Jun. 27th (Wed)  
Fr. Heebong Bernard Nam 
21st Ordination : Jun. 28th (Thu)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congregation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continu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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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17, 2018 

  Ever wonder why we call God “Father”? According to Rabbi Asher Finkel, Jews call God 
“Abba” (Father) because, unlike the love between mother and child which is instinctive, the love of a 
father for his child must be experienced. So it was with Israel. Love for God was not instinctive but 
rather had to be experienced. 
 
  Thus Israelites experienced the liberating love of God who set them free from slavery in Egypt; the 
guiding love of God who gave them the Law through Moses; the nurturing love of God who fed them 
manna in the desert; the disciplinary love of God who, through the prophets, foretold of disaster for 
breaking the covenant; and time and again, the mercy of God who brought them back from captivity 
in Babylon and restored the Temple and the king. 
 
  Likewise we must experience the love of God in our lives just as we experience our own father’s 
love. Our experience of one may influence our belief in the other. If our dads are stern, distant and an-
gry, we might think God is that way. Conversely, if our father is kind, loving and wise we are likely to 
attribute those same qualities to God. 
 
  Let us love our human father’s despite their faults or weaknesses. In the same way, let us pray to 
God the Father to bless our earthly fathers with the strength and grace they need to live up to the awe-
some role God has given them.  

       Universal Prayers                                                                                                                                           June 17, 2018 

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that its ministry of peace and healing be communicated to all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 hear our prayer.   
 

 For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that their leaders will help the poor and the outcast by working 
for a more just and humane socie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fear uncertainty, that they will risk the unknown on Jesus’ behalf to find a path to sal-
va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the suffering, the prophets of the Kingdom, that they will find peace in the promise of eter-
nal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friends or others who are longing or struggling to regain their faith may be able to hear 
the powerful words of the Gospel,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students that are graduating: May they be safe and continue to grow with God’s help and 
guid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11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17, 2018 (Year B)  No. 2372 

 

Cristine An Matt Jeong Alex Kwak Isaac Sho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Ezekiel  
   Ezekiel 17:22-24 (9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5:6-1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  12:30 P.M. MASS 

Opening          Sing to the Mountains 531 
Breaking Bread Communion Holy Is His Name 

Loving and Forgiving 
697 
665 

Breaking Bread 

Offering The Lord is My Light 681 
Breaking Bread Closing City of God  386 

Breaking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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