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부활 대축일                                                                 2018년 4월 1일(나해) 2361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부활 성야 미사  

8시 미사 오 규 화 윤 석 채 한 영 미 차 충 재 Seo Yeon Choi•Grace Nam•Annie Mun•Justin Jou 

11시 미사  이 수 이  이 종 윤 홍 정 순 김 재 국 Jasung Koo•Seon Lee•Yule Bae•Daniel Lee 

6시 미사  송 지 연 이 미 첼 이 미 첼 이 승 훈  홍혜진•유필립•조재호•전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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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Mike Choo 

입당성가  거룩하다 부활이여 134번 영성체성가 
찬미 노래 드리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노래하자 

131번 
139번 
129번 

예물준비성가 
예수 부활하셨도다 

부활 송가 
136번 
133번 

파견성가 예수 부활하셨네 130번 

화답송   

파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부속가  <오늘은 의무이고, 팔일 축제 동안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회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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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을 물리치고 화합을 이루며 권세를 

누르네. 

 

 위의 가사에서도 잘 말해주듯이 부활의 복된 

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모든 죄악을 몰

아내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회개와 용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화해입니다. 우

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

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

지막 말씀에서 이미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

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군중들에게 십자가 위에

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

니다. (루카 23: 34)”라며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도 용서와 관용을 베푸십니다. 이 용서의 대상은 

바로 군중입니다. 그 군중은 목자 잃은 양 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중의 야유와 독설

은 길 잃은 양들의 두려움에 떠는 발악과 같이 

그 힘이 있는 듯하나 실상 비명 그 이상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

를 아버지께 청합니다.  

 

 바로 끝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단

순히 용서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로 이어집니다.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짐”입

니다. 깨끗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죄악에 발목을 잡히

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용서

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왔습니다. 지난 

40일간의 재계를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수난과 죽음의 고통과 절망에 동참하였고 오

늘 그 이유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고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합

니다. 바로 삶의 신비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부활로 완성됩

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고통과 죽음은 바로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니 그 고통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

음 생활임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파스카 성야’ 미사 시작

에 사제나 부제가 부르는 부활 찬송 즉 ‘파스카 

찬송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오, 참으로 복된 밤, 

그리스도께서 저승에서 부활하신 밤 

너 홀로 그 시와 때를 알았네. 

 

이 밤은 기록된 대로 

대낮 같이 밝으리니 

이 밤은 나의 빛, 나의 기쁨. 

 

이 밤은 거룩한 힘으로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모든 허물을 씻어 

주네.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 주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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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믿

음을 바탕으로한 자긍심이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이 자긍심은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용서는 결국 미움을 녹이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슬픔에 잠기거

나 분노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불쌍한 일이 없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만이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과 부활을 지내며 하느님의 말

씀을 잊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차갑

게 시키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해야 하

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50일간 이 신비를 우리 일상

에 녹여내며 그 신비를 살아갈 것입니다. 구상 시

인은 ‘부활송’이라는 시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

게 노래합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

로 /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

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

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

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부활은 단순히 하느님의 외 아드님이신 예수 그

리스도께만 일어난 신비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신

비임을 오늘 부활절 대축일을 지내며 다시 확인

합니다.  

 

 아직 어두운 밤하늘엔 샛별이 빛나고 먼 산에 

여명이 밝아오는 데 텅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의 놀란 가슴이 환희의 기쁨으로 바뀌듯이 우리

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빈 무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긴 겨울의 끝 봄 꽃망울을 발견한 아

이의 가슴처럼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새로운 시작

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미사  |  Mass 

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는냐?  -요한 11,25-26 



주님 부활 대축일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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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유아 세례  

일시: 4월 1일(오늘)  1:30 p.m.  

초등부  TA 모집 

주일학교 초등부 TA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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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반)  

 

봉성체 날짜 변경 

첫금요일 신심행사  

혼배 성사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 

대상 : 예비자 봉사에 관심있는 신자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98-8584 

유니온 미사  

혼인교리 강좌 아내  

특별헌금  

4월 1일(오늘)  은퇴 사제 기금 (Retired Priests)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Date  Subject Instructor 

4/15/18 Deacon Paul Chin 

4/22/18 

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중등부 교구 성소 모임 (Fraternitas) 

* Junior High School 남학생 (6-8학년) meeting 

시간 : 1 p.m. - 5 p.m. 
장소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주소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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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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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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앙의 세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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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합회 부활 비누 판매 

일시 : 3월 31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가격 : $25 (비누 3개 - 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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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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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학교  

청년 연합회  퀸즈성당 웹사이트  

4월 1일(오늘) 퀸즈성당 웹사이트가 오픈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tpaulqueens.org 입니다.  
문의는 이메일 주소 stpauloffice19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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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반모임 

생활 상담소  

 김현우, 박재환,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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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미동북부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제3회 가톨릭 아버지 학교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참가비 : $150 
신청 마감 : 4월 22일(일)  
문의 및 접수 : 홍성우 바오로 (917) 838-6654   

미동북부 성령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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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뜨레아 팀화합 
4월 2일(월) 8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구역분과 회의  
4월 3일(화) 8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생활 상담소 격월례 모임  

일시 : 4월 15일(일) 12:30 p.m.  
장소 : 생활 상담소 2층 

전원 참석바랍니다.  

헌화회 월례회  
4월 7일(토) 11 a.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4월 15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4월 15일(일) 1 p.m.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4월 1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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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 Paul  재  정   교  육 





Announcements  1st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April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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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 Our praise word has been silent for forty 
days. Alleluia means “Praise Ye, Lord,” and we sing it 
out in joyful trinities today. Praise is as common to our 
liturgical life as petition, but we tend to overlook it. The 
eucharistic prayer at the heart of the Mass is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which teaches us something 
about the order of such prayer. Praising God is natural-
ly followed by litanies of reasons flowing from grateful 
hearts. Our responsorial psalms, interspersed through-
out the Easter Vigil and sung at every Mass, dance with 
the opportunity to give praise to the One who keep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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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Subject Instructor 

4/15/18 Deacon Paul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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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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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April 1st (Today) for Retired Priests 

Marriage Pre Cana Schedule  
Apr. 28th (Sat) • Jul. 21th (Sat) • Oct. 27st (Sat)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Time : 1 p.m.)  

Infant Baptism  
April 1st (Today) 1:30 p.m. 

Theme : “What are you looking for?” John 1:38 
Date : Fri, May 25th – Mon, May 28th 

Grade : 10 - 12th grade (who received Confirmation) 
Cost : early registration by April 29th -  $75/student  

Registration : form available in the office 
Contact : Clara Pyo (201) 647-8812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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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of Christ:  that we may have a living faith in his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newly baptized: that they may be faithful to Ch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are returning to Christ in repentance at this Eastertime: for the courage to live a new lif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discouraged or are in despair: that the risen Lord may revive their hop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m we have known and who have followed Jesus into death: that they share with him 

in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Weekly Homily                                                                                                                                                                April 1 , 2018 

 An ancient Jewish legend says when Moses went to Pharaoh to demand he set the Hebrew slaves free, Phar-
aoh asked the name of Moses’ God. “Yahweh,” he replied. So Pharaoh summoned his priests and had them 
recite the names of all the known gods of Egypt: Ra, Isis, Osiris, Horus, Nut, Anubis etc. Pharaoh told Moses 
there was no god named Yahweh on their list. Moses replied,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The is the exact question the angel asked the women who came to the tomb of Jesus at sunrise 
that Sunday morning, to anoint the corpse of their dead Messiah. The empty tomb filled them with fear and 
dread, for they thought surely grave robbers had stolen Jesus’ body or perhaps someone moved it. 

 It was only when Mary Magdalene encountered the Risen Lord did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fill her 
with joy, wonder and awe. And history forever changed.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cornerstone of our faith. If he did not rise from the dead, St. Paul says, then 
our faith is in vain and we are the most pathetic of all people. But if Christ is truly risen, then we must allow 
him to transform our lives by this good news. If Christ is risen, he is no longer subject to the confines of time 
and space. He is as present to us today as he was 2,000 years ago to those weeping women at the tomb, to the 
dejected fishermen, to the disciples in the upper room, to Thomas and to Peter. 

 All four gospel agree when the women came to the tomb, the stone was already rolled away. This detail is 
important. If the gospels simply wanted to prove that Christ was risen, the stone would have remained in place, 
with the seal intact. Then when the Roman soldiers rolled it away so the women could anoint the body —Ta 
DAH— empty! Proof that Jesus is risen. But we are not saved by physical facts but by fervent faith. Faith de-
pends on doubt, like light needs shadow. Perhaps grave robbers did steal the body. Or maybe the gardener 
moved it. Or they might have gone to the wrong grave. Or the earthquake swallowed it. Or maybe, just maybe, 
the tomb is empty because Jesus is really risen! 

 Let us encounter the risen Lord in scripture, in the liturgy, in prayer, in service to the poor, and in our hearts. 
But let us not seek him in weird superstitious practices like Tarot cards, fortune telling, astrology or cults. We 
seek the Crucified One who lives. No need to search for him among the dead.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April 1, 2018 (Year B)  No. 2361 

9:30 A.M. MASS 

Opening          Jesus Christ Is Risen Today 159 
Breaking Bread Communion Gift of Finest Wheat 324 

167 
Breaking Bread 

Offering Baptized in Water  648 
Breaking Bread Closing Alleluia! Alleluia! 16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Alleluia! Alleluia! 166 
Breaking Bread Communion Easter Song 105 

Children’s Mass 

Offering Easter Alleluia  108 
Children’s Mass Closing Jesus Christ is Risen Today  104 

Children’s Mass 

 

Irin Cho Cristine An Chris Yang 

Responsorial Psalm    ◎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0:34a, 37-43 (42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3:1-4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