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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ike  Choo 

화답송 

입당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물준비성가 
  

221번 
217번 

받아주소서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3번 
344번 

생명의 성체여 

영성체 

파견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그 분 께서는  내 뒤에 오 시는데 나는  그 분 의  

신발 끈을 풀어 드 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헨
드
리
크 

반 

발
렌
의 

광
야
에
서 

설
교
하
는 

세
례
자 

요
한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8년 6월 24일 

2 

김철희 시몬 신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고, 또 고민하는 것 중 하나

가 자신이 늘 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해성사를 받고 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이 반복되다 보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

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

야 할 점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보다도, 그로 인

해 스스로 낙담하는 것을 악마가 가장 바란다는 것

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

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느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똑같

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스스로 죄를 반복하

고 있음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느 면에서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회개에

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찰을 통해서 자신에 대

한 실망과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

여다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

리고 은총을 구할 때, 점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

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덕목입

니다. 자기 삶에 대한 반성 없이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합당하게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 계획안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서 세상에 공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앞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회

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요구하며 세례를 베풀었

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지냅

니다. 가톨릭 전례 중, 탄생일을 기념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뿐입니다. 그

리스도인들에게는 탄생보다도 부활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성인들은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경우 특별히 탄

생일을 대축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안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회개입니

다. 그만큼 오늘 축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러주고 있습니

다. 

 따라서 오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 우리

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늘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

축일을 지내면서, 복음에 나타난 세례자 요한의 탄

생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복음의 내용처럼, 하느님

께서 구체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준비시키

신 것은, 그만큼 우리와 깊은 친교를 이루시기 위

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준비

시키려는 계획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신학생 때 영성지도를 하신 신부님께서 영성생활

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양심성

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루 동안 거울을 보는 만큼 성찰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사

실 하루 동안 우리는 적지 않게 거울을 봅니다. 그

만큼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내면을 비추어 보

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외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자기 내면을 살펴본

다면, 내적으로도 잘 정돈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게을러졌거나, 전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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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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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we remember the Church’s lesson of taking 

up our cross each day with Christ, and that by 
losing our life, we may save 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 hear our prayer.   

 That we see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in 
other people, especially at our borders, no matter 
what color, creed or gender they ar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riests, especially our Father Bae, Father 
Andrew, Father Nam, and the recently ordained 
Father Leo: May the Holy Spirit grant them every 
grace and keep their faith in their higher call-
ing,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immigrants trying to escape from hatred, 
poverty, and violence: May we open our hearts to 
their sufferings and extend our hands to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died, especially those who 
died from domestic and gun violence: May they 
know the peace of God’s promise, we pray to the 
Lord. ◎ 

열정이 식었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데에

서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회개를 시작으로 다시 

신앙이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주일 (6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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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학교  

 

헌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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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신품성사 기념일  

  공동체 소식                                                                                                         2018년  6월 24일 

특별헌금 

송석근 레오 새사제 첫 미사 날짜 정정합니다. 

첫미사 : 6월 24일(오늘)  12:15 p.m. 
장소 : 롱아일랜드 한인 성당  

주소 : 690 Woodbury Rd, Woodbury, NY 11797 
전화 : (516) 921-3333 

배신부님 신품성사 40주년  

본당 신부님배 경로기금 마련 골프대회 

7월 4일(수) 독립기념일 8:30 p.m.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금요일 신심행사 

7월 6일(금)   8 p.m.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있습니다.  

2018년 제27기 사목위원 명단  

2018년 새 사목 위원단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장  한해남 요셉 부회장 한기남 세레자 요한 

부회장 신인순 레오니아 총무 이철선 루까 

서기 최현진 로사  

전례분과  부장 박노태 요셉 

차장 박종근 안드레아 차장 오캐런 미카엘라 

구역분과  부장 강석구 그레고리오 

차장 박승수 가브리엘 차장 노성희 세실리아 

행정분과  부장 최창영 안토니오 

차장 안정우 요셉 차장 박일국 가브리엘 

선교분과  

부장 남미영 레지나 차장 추향미 비비안나 

홍보분과  

부장 최규호 다미아노 차장 김대영 가브리엘 

사회복지분과   

부장 우지섭 다미아노 차장 김철중 안드레아 

심신교육분과   

부장 홍정순 데레사 차장 박현숙 리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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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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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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공동체 “FIAT” 콘서트 (주제 : 미라클) 

일시 : 7월 1일(일)  7 p.m.  
장소 : 베이사이드 성당  

입장료 : 무료  

한국에서 활동하는 찬양팀 FIAT 에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학교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요셉회   

한국학교 교사 모집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718-321-7676 

케루빔 종강 파티 

일시 : 6월 24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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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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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회 월례회 및 청소 

7월, 8월 2개월간 요셉회 월례회 및 성당 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교  

주일학교  

사무실 휴무  

7월 4일(수)  Independence Day 

콘서트 

2018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 음식 판매  

날짜 : 7월 1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성당 앞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에서 모밀국수를 성당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또 성전 앞에서는 시원한 냉커피도 판매합니다.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에서 올해는 집을 두채  

지어야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우리의 정성  

단체별 회의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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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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6월 24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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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남준, 안영남, 전대영, 문석현 

 

  

  

구역분과 회의  

6월 26일(화)  8 p.m.  

합동 사목회, 단체장 회의  

6월 27일(수)  9 p.m.  

반모임  

제36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일시 : 7월 4일(수) 9:30 a.m. 
장소 : 베이사이드 성당  

주소 : 56-15 213 St. Bayside, NY 11364  

Bayside 구역 3반 

6월 30일(토)  8 p.m.  이헌구 요셉 Home 
43-54 196 St. Flushing, NY   
반장 : 이헌구 요셉 (917) 622-7028 

간호사회 월례회 

6월 24일(오늘)  12:30 p.m.  

울뜨레아 팀 회합 

일시 : 7월 2일(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제 : “미사 전례”에 관하여 공부  

지도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교재 : 어린양의 만찬 

울뜨레아 회원이 아니신분도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 (646) 286-4328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6월 24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7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 Paul  재  정   교  육 



광고주 모집합니다. 



Announcements  4th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Ju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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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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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al Prayer is on page 3. 

Vacation for Cherubim and Logos Choir 
Time: June 24th (Today) to July 29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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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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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Mary was a virgin; Elizabeth was barren. Both women 
became pregnant. What seems impossible for humans 
is possible for God. John the Baptist’s birthday is only 
one of three celebrated by the Catholic Church. Not 
coincidentally, his birthday falls very close to the sum-
mer solstice. Ever wonder why? 
 
 For the first two hundred years, the early church con-
centrated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As time passed 
(and Jesus did not return) more interest arose as to the 
date of Jesus’ birth. A monk (erroneously, it turns out) 
selected the year —in what is now 4 B.C., but for the 
day, he chose the winter solstice which back then was 
(you guessed it!) December 25. It was also a pagan Ro-
man feast of Saturnalia, celebrating the longest night of 
the year (at least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even-
tual return of daylight. 
 
 As John is six months older than Jesus, it was logical 
to place his birth on June 24, which was then the long-
est daylight of the year. As days shorten from that point 
on, it evoked the prophecy of John,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Get it?) We celebrate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as the one who prepares the way of 
the Lord. May he help us overcome our pride and ego, 
and fill us with expectation. His birth was also unex-
pected, if not miraculous, reminding us there is nothing 
impossible with God. (And there are only six months 
till Christmas.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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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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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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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Mass : Jun. 24th (Today) 12:15 p.m.  
                  690 Woodbury Rd, Woodbury, NY 11797  
Phone : (516) 9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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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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vity of St. John the Baptist                                                                                                 June 24, 2018 (Year B)  No. 2373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I praise you, for I am wonderfully mad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49:1-6 (587)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3:22-26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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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The Nativity of Saint John the Baptist  717 
Breaking Bread Clos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442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Mike  Ch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