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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당신의 마지

막 여정인 고통으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

께 남은 것은 더 이상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는 것도 

표징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죽음이 예수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

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실 만

큼, 두려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기에 예수님의 예루

살렘 입성은 기쁘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달아나고 그분을 맞

이하던 군중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조롱을 하고 옷을 벗기고 결국은 그분을 십

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예수님께서

는 하느님께 울부짖으시지만, 당장 하느님께서는 응

답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떠올

리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 저

편에,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

로 고뇌하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떠올려 봅니다. 

군중들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아버지께서 뜻을 거스

르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당신을 반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지는 않으셨을

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각

들을 뒤로하신 채, 당신께서 완수해야 할 아버지의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

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

시아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면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수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

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수난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

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

는지,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

는지,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깊

이 만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 만큼 은총이 가득한 

성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

십니다.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 이

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 기반을 다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

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약의 궤를 모

시고 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예배

를 드리는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 엄청난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

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자기들

의 옷과 나뭇가지를 깔아 놓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라고 힘껏 외칩니다. 마치 영웅이 전쟁에서 승리하

고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환대하는 많은 백성들처

럼 기쁨에 가득 차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 지나

지 않으면, 당신을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당신을 십자

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께서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

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기쁜 마음이기보다는 담담하

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

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

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

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

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

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마태 23,37-39) 이렇게 예

루살렘을 두고 탄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을 반기는 그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

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김철희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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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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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We pray for the whole of Christ's Church- with its 
pope, bishops and pastors and all its people: that 
Jesus' cross may bring us true repentance, and may 
teach us to proclaim his word faithfully. For thi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are powerful in this world: that they 
may seek the peace and welfare of all for whom 
Jesus died,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mourn over the death of loved ones: 
that they may know Jesus as their brother and share 
his triumph,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ed losses or failures which 
seem to destroy their lives: that they know that 
these are only temporary and gain strength knowing 
that the Lord comforts and protects us all.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idealists and hopeful: that they may have 
strength and persevere like Jesus to the end, we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

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

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는 응답하지 않

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

편 22: 2-3)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참 억

울하고 답답해서 이런 항변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

면 삶의 무게가 무거워 푸념으로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구약의 시편의 저

자는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

에 의하면 이천 년 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라 외치셨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

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어느 순간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힘겨워집니

다. 힘겨워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

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쓸 때 우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누

군가가 잡아주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규합니다. 그 절규에는 역설적이게도 

원망과 희망이 함께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절규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원망

과 희망의 절규입니다.  

 

 시편 22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는 하느님

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

리고 22, 23절에 구원에 대한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

다.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

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

을 찬양하오리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이 시편의 기도를 바치며 당

신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고 영광

스럽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의 역설적 승리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의 영광이 아

니라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순간, 오직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

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힘에 

겨워, 슬픔에 겨워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겁먹은 

어린 양처럼 말도 못 하고 절망적 현실에 휩쓸려 가기

보다는 오늘 복음의 예수의 절규는 원망 같으나 희망

이고, 이 희망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며 이 믿음은 바

로 구원의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게 합니다. 애벌

레가 나비가 되듯 죽음은 부활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

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

으시니,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

는 것을 하십시오.” (마르코 14: 36)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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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성인 견진 (한국어, 영어)교리반 모집 

날짜 : 4월 3일(화) - 5월 15일(화) 
시간 : 매주 화요일 8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견진일 : 5월 20일(일) 성령강림 대축일 

특별헌금 

 

 

 

 

 

 

 

 

 

 

 

 

 

 

 

 

 

 

 

 

 

 

 

 

 

 

·  

 

 

 

 

(특별헌금 은퇴 사제) 
 

성삼일 3월  29일(목) - 3월 31일(토)는 7 a.m. 아침미사가 없고, 

이침 기도가 7 a.m.에 있습니다 

 

성삼일 전례 일정 및 시간 

기도봉헌 십자가  

오늘 성지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 제대 옆의  

십자가에 원하시는 분은 각자의 기도 지향을  

고백성사  

봉성체 날짜 변경 

첫금요일 신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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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제17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신청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

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공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5,000 

 

. 

청년 연합회 부활 비누 판매 

일시 : 3월 31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가격 : $25 (비누 3개 - 한 묶음)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일시 : 3월 25일(오늘) 2 p.m. - 5 p.m.  성전  

대상 :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2018년 제11차 볼리바아 청소년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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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마감일 : 4월 30일)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님  

금액 : $2,200  환불불가 (신청비 : $200) 

부활 제대꽃 봉헌  

청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새단원 모집 

일시 : 매주 일요일 12:30 p.m. (신교육관 201호) 
대상 : 레지오에 관심 있는 30-40대 모든 청년들 

두레 청소년 성령 피정  

날짜 : 5월 25일(금) - 5월 28일(월) 
장소 : 헌팅턴 신학교 

자격 : 견진성사 받은 고등학교 10-12학년 

신청서 : 성당 사무실  

문의 : 표 글라라 (201) 647-8812 

2018년 여름학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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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반모임 

생활 상담소  

 윤기춘, 이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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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1구역 1반 

신앙의 세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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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북부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꼬미시움 평의회  

제3회 가톨릭 아버지 학교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참가비 : $150 
신청 마감 : 4월 22일(일)  

미동북부 성령 세미나  

일시 : 4월 22일(일) - 4월 25일(수)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접수마감 : 4월 12일(목)  
참가비 : $340 

Bayside 구역 4반 

단체장, 사목회 합동 회의   
3월 28일(수) 9 p.m. 성당 친교실 

경로의 날 도네이션  
Fresh Meadows 구역 1반 

Flushing 2구역 4반 
구역분과 회의  
4월 3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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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anna! Crucify Him! 

Palm Sunday  

                      By Fr. Joseph Veneroso, M.M.  

  
 We are entering into the holiest days of the liturgical 
year with the solemn commemoration of Jesus’ trium-
phant entry into Jerusalem. The ceremony is filled with 
symbolism. The procession with blessed palms recalls 
how people welcomed Jesus by waving branches, 
spreading their cloaks on the ground before him and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at is, to 
the Messiah). 
 
 Jesus riding a donkey, instead of a horse, shows he 
comes as humble servant, not as ruthless ruler. But the 
more the crowd cheered, the more his enemies seethed 
with jealousy and rage. 
 
 Within days, instead of “Hosanna!” the crowd will 
yell, “Crucify him!” No doubt these were different peo-
ple, but the point is we do the same thing all the time. 
We praise God with our words, then betray him with 
our actions. Pay close attention this Holy Week. Judas,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Schedule 
Time : 2 p.m.  
Location : Thomas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yone interested can take classes.  

Date  Subject Instructor 

3/25/18 Fr. Andrew M. Kim 

Time : Friday at 5:30 p.m. to Saturday at 1 p.m.  
Location : Cathedral Seminary House of Formation 
Address : 720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JHS Vocation Meeting (Fraternitas) 
Time : 1 p.m. - 5 p.m.  
Location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Address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5,000] 
 The time for Application : March 4th – May 6th, 

2018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Period : April 3rd (Tue) - May 15th (Tue) 8 p.m. 
Confirmation date : May 20th (Sun) at Church  
A 7 week long class of the Seven Sacraments and 
Christian Moral life will begin on April 3rd. This is for 
English speaking and Korean speaking parishioner as 
well as for the people preparing for the Confirmation. 
Please, join us at 8 p.m. on April 3rd. Please put notice 
for either English class or Korean class you wants to 
joint, when you submit the Confirmation application.  

Universal Prayer 

Anyone who wants to dedicate your special prayer on 
the Cross by Holy Thursday (March 29). They will be 
burned at Easter Vigil Mass. Paper and pen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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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ly Registration  4/14(Sat) - 5/13(Sun)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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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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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요일 성체조배 시간표 
수난전날 저녁 게쎄마니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오 26, 40) 하시며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호소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성체 앞에 나아가 주님 수난을    

묵상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본당 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밤샘 성체 조배 시간

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본인 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로

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 · 구역장 · 레지오 Pr. 단장께서는 많은 이들이 성체 조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3월 29일(목) 10pm - 3월 30일(금) 8am    

❖ 저녁 8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전까지 개인별 성체조배 가능합니다.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구세주의 어머니 한인 꼬미시움>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책임자 소속 Pr) 책임자 

PM 
10:0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추영철 미카엘 

11:00 – 
12:00 Sunday School 

Teachers, 마니피

캇, 한울림 성가대 

Long Is-

land 

★파티마의 성모 Pr. 
구원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신자들의 도움 Pr. 

정부근 프란치스코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청년 

성령 기도회 

Forest 

Hills 

★샛 별 Pr. 
순결하신 어머니 Pr. 사랑의 샘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정명진 디모테오 

1:00 – 
2:00 어머니 연합회, 울뜨

레야, 성제회 

Flushing I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바다의 별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김성자 카타리나 

2:00 – 
3:00 성령기도회, 경로 봉

사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증거자의 모후 Pr. 상아탑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순교자들의 모후 Pr. 

김선림 루시아 

3:00 – 
4:00 성시회, 대건회, ME

부부 

Whiteston

e 
★기쁨의 원천 Pr. 
기쁨의 샘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사도들의 모후 Pr. 

김효정 율리아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

담소 

Fresh 

Meadows 

★자비의 모후 Pr.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겸손하신 어머니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양희정 모니카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

소 후원회 

Bayside ★은총의 샘 Pr. 
다윗의 탑 Pr.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천지의 모후 Pr. 죄인들의 피난처 Pr. 

임순녀 세실리아 

6:00 – 
7:00 한국학교 학부모회, 

베드로회 

그외 지역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이상모 안토니오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그외 지역 ★은혜의 바다 Pr. 
오묘한 매괴 Pr. 일치의 모후 Pr. 
신비로운 장미 Pr. 

박연홍 세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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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A.M. MASS 

Open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137 
Breaking Bread Communion Jesu, Jesu 

Now We Remain 
141 
508 

Breaking Bread 

Offering Who is the Crucified? 154 
Breaking Bread Closing Were You There 15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137 
Breaking Bread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God Be in My Head 

Jesu, Jesu 
405 
241 Closing Beyond the Days 125 

Breaking Brea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Palm Sunday 
Procession 

 

Responsorial 
Psalm 

 

 

Selena Park Irin Cho Heebin Im 

Communion Antiphon 
 Father, if this chalice cannot pass without my drinking it, your will be done.  

Reading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Isaiah 50:4-7 (38ABC)                                                          Philippians 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