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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한 글라라 김남효  

“평화가 너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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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부활 제3주일    

우리 본당에서 지난해부터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역분과의 주관으

로 본당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이를 기억하

기 위해서 3년 프로젝트로 성서필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혹시 성경 통독이나 필사를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성경을 읽으

라고도 하고, 필사하라고도 하고,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달라고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진리”라는 표현을 

듣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

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 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

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어긋나

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이 “인간 구원에 관

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구약성

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선포하고 있으며,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

씀이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

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었음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

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

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루

카 24, 44)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루카 24, 46)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

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

다.  

 

    하느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

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를 확인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적이 기록

되어 있는 4복음서는 성경 안에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4복음서는 각각의 공동체가 처해있던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인 표현과 내용에서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

는 장면에서도 각각의 복음서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

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

여라.”(마르 16,15)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과 루카복음은 모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과 성사 안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공동체의 모

습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반면에, 루카복음은 부

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깨달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 

일의 목격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

니다. 루카복음은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이라

고”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지필 목적을 밝히기

도 했습니다.        

 

루카복음이 증언하는 제자들이 깨달은 성경의 내

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내

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

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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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 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와 이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성경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

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

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해

서 우리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고, 이미 삶으로 살

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느님의 사

랑받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부르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감

사와 찬미를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

게 한 걸음 더 내디뎌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

는 인간을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나라로 초대해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과 이웃에 알리는 목격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

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

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부활

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목격 증인이 되는 삶의 시

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제

자들처럼 주님의 도움으로 성경 깨달아 하느님의 사

랑과 자비를 더욱 크게 느끼고 이를 증언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부활 제3주일 4월 18일 2021년의 봄도 부활

과 함께 익어갑니다. 거친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그 자리에 씨앗이 영글어 갑니다. 그리고 겨우내 

메마른 가지에 파란 잎이 자라납니다. 세상이 점점 

푸르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따스함으

로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다가오는 50주년 행사를 설명하면서 

우리 본당의 설립 연도를 잘못 적었습니다. 74년이 

아니라 1973년 4월이 우리 본당의 설립 연월입니

다. 따라서 오십 주년은 2년 뒤 2023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

니다. 부활의 희망이 우리 두려운 마음에도 봄이 

옴을 알려주지만, 계속해서 조심해야 함을 잊어서

는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거리 두기, 손 소독, 사람

이 모인 곳을 가급적 피하기……등등 
 

  백신을 맞은 분들은 많이 안전하지만 그래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조심해야 합

니다. 최근 플러싱 지역에 코비드로 입원환자가 급

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코비드 검사를 자주 받기 바랍니다.  

 

  우리 성당도 조금씩 미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지만 대부분 백신을 맞은 안

나회나 요셉회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대면 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단체도 백신을 맞는 대로 미

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명하

게 안전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

다.  

 

  부활의 중심 영성은 우리가 받은 세례 견진이며 

이를 영적 양식인 성체 성사로 키워나가는 것입니

다. 세례와 견진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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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동참하였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하느

님의 자녀로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

이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이 두려

움에 떨고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

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

께!” (루카 24: 36)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랐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설명하시

고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십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당신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 후 

첫 만남에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성

체 성사를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

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

고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세례 견진으로 받은 성

령은 우리 평화의 원천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고 마음

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

해의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매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고통과 걱정 그

리고 두려움은 예수님의 수난을 깊게 이해하게 하

고,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

다. 그러나 그 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

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겨우내 메마른 가지

에 새싹이 돋듯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

합니다. (참조 루카 24: 47) 닭이 새벽이 왔음을 알

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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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3주일   

셋째 주일 (4월) 

       공동체 소식                                                                                                                    2021년 4월 18일 

알 림 

특별헌금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성경 읽기표  

새 성경읽기표(한글 및 영어)가 본당 웹사이

트에 마련됐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은 사무실이나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

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그룹콜 원하는 분 신청부탁합니다 

연락처 :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stpauledugroup@gmail.com

청소년의 심리 강의   

일시 : 4월 23일(금)  8 p.m.  

주일학교 줌 미팅시간에 청소년 심리에 관하

여 Dr. Jennifer Kim 강의가 있습니다. 주일

학교 학생이 아니여도 참여가능합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Zoom Meeting ID : 89425550777 

Passcode : 881493 

목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mailto:stpauledugroup@gmail.com


미사참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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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4월 18일 

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알 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사 시간  |  Mass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클린 교구내 한인 본

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

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선생님 모집  

St. Mel Catholic School에서 내년부터  

학생을 가르칠수 있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mail : jfonti@dobmail.org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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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4월 18일 

알 림 

울뜨레야 월례회의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감사헌금  

사목회의  

단체장 회의  



         미사 봉헌            2021년 4월 18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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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Was Not A Ghost...Or A Zombie 

< Third Sunday of Easter > 

       Weekly Homily                                                                                                                                                            April 18,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does resurrection mean? It’s more than resuscitation. It’s more than coming back to life. It 
means existing on a whole new, higher level, not just spiritually but physically. That is, bodily. Hard 
to believe, right? But that’s why God gives us signs of resurrection in nature: a caterpillar spins a co-
coon, in which it “dies” and emerges later as a butterfly. A seed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but 
new life emerges. Jesus resurrected with a glorified body. Yet to show the apostles he was not a ghost, 
he let them touch him. And he ate fish in their presence. 
 
  But notice, he retains his wounds even though he is risen. Why? First, those wounds prove that the 
risen Jesus is the same as the crucified Jesus. What’s more, as the prophet Isaiah foretol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They are precious. But also they console us and inspire. Even as Jesus healed 
us with his wounds, we can transform our wounds to help heal others. So Jesus, risen from the dead, is 
not some mindless and soulless zombie walking around, but a living, breathing, healing being inviting 
us all to walk in newness of life. 

3rd Sunday in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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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s  
April 18th (Today)  for Catholic Home Missions  

Rice Bowl  
Collection date : Until April 18th (Today)                     

Please bring your rice bowl when you come to the 

church.  

Church Office Hour 

Monday-Friday: 9 a.m. -6 p.m.                        

Saturday: 9 a.m. -9 p.m.            

Sunday: 8 a.m.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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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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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 $5,000] 
 Due date of  application : May 31st (Mon)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Chang Bae (917) 257-6871 

Lecture of Youth Psychology  
Date : April 23rd (Fri)  8 p.m.                     

There is a youth psychology lecture by Dr. Jennifer 

Kim during the Sunday School Zoom meeting. Even if 

you are not a Sunday School student, you can partici-

pate if you’re interested. We look forward to the partic-

ipation of many parents and students.        

Zoom meeting ID: 89425550777                   

Passcode : 881493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Easter                                                                                                                        April 18, 2021 (Year B)  No. 2523 

Responsorial  

Psalm 
Lord, let your face shine on us. 

  

 

 For the Church and its leaders: that we remember that our differences make us unique as we reach out 

to others with peace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in order to share our food with Christ, we share our food with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seeing the wounds of others, we see the wounds in the hands and feet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seeking righteousness for those who were wronged, we remember the mercy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experience the joy and wonder of the presence of Christ as we recognize him in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minds be op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3:13-15, 17-19 (47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2:1-5a 

Communion Antiphon 

   The Christ had to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in his name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mus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alleluia.  

Psalm 4:2, 4, 7-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