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부활 대축일                                                               2022년 4월 17일(다해) 2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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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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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Christians, to the Paschal Victim, Offer your thankful praises! 

A Lamb the sheep redeems; Christ, who only is sinless,  

   Reconciles sinners to the Father.  

Death and life have contended in that combat stupendous:  

   The Prince of life, who died, reigns immortal.  

Speak, Mary, declaring what you saw, wayfaring.  

“The tomb of Christ, who is living, The glory of Jesus’  

   resurrection;  

Bright angels attesting, The shroud and napkin resting;  

Yes, Christ my hope is arisen; To Galilee he goes before you.” 

Christ indeed from death is risen, our new life obtaining.  

   Have mercy, victor King, ever reigning! Amen. Alleluia.  

He is Risen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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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도

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초대한 것처럼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께 

의탁하고 봉헌하며 모든 우크라이나 사태로 희생당

하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형제애를 모르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지난 성

주간 화요일에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총기사고로 피

해를 입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같은 일

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

록 합시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주님 부활 대축일은 조금 다르

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은 겨울 동

안 웅크리고 있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망울이 꽃

을 피우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하셔서 온 세상에 푸른 활력을 전해주고, 진한 향기를 

전해주어 금방이라도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공

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

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적인 피해와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

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피해 못지않게, 영과 정신의 피해 역

시 크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분열되었고 갈등의 폭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팬데믹은 거시적 차원의 세계에만 영향을 끼친 것

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분

명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하

는 시간이 많아진 가정에서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불편함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과 만나

는 것도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우리 본당의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

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펜데믹으로 인한 이러한 크고 작은 영향

은 하느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미사 참석률이 높아지고

는 있지만, 아직까지 예전처럼 활기를 갖고 신앙생활

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인

간들이 갖고 있는 나약함을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전

쟁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망각하고 또다시 분열과 갈등

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인류는 

지난 두 번의 전쟁으로 스스로의 나약함과 직면하면

서, 더 이상 인간들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선함을 찾

는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선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념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푸르름과 향기를 만끽하기에 

앞서서 접하게 되는 이러한 어둠은, 오늘 복음에서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는 소식을 듣고는 새벽녘의 어둠을 뚫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

자들에게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은 공허함과 상실감

을 더욱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공허함과 상

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시신

을 쌓았던 아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놓여 있었

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과 그 안에 남아 있는 아마포

와 수건 그리고 이를 발견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서 사랑하신 제자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부

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상실감 속에

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표징이

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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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빈 무덤에서 아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다”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

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아마포

와 수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고 믿게 되었다”는 표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체성사와 십자

가를 보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

하게 믿게 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주님 부활의 푸르름과 향기를 체험

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성체성사

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과 잘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

고,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

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맞아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부활의 영

광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봄을 맞은 정원이 갖가지 색

으로 활짝 핀 꽃으로 뽐내듯이 부활은 세상을 화려하

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파스텔 톤의 토끼 모양 초콜렛의 달콤함처럼 부활

이 우리의 삶의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무지개색으로 

장식한 부활 달걀도 더 이상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아

름답게 보이는 부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슬픔도 멈추고 

두려움도 멈추고 걱정도 멈춘 부활입니다. 매일 오늘 

같기를 기원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아름다운 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설적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부활의 새로운 시작은 설렘만이 있어 참 

좋은 날입니다. 마치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 
 

   구상 시인의 “부활송”의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주일입니다.  

당신[주님]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구상 “부활송” 3연)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 서서 함께 살아가는 법

을 배우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 부조리와 절망

의 끝에서 부활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슴 벅찬 주님 부활의 새날을 시

작하며 어느 노시인의 바람을 읊조려 봅니다. “이 성

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이처럼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덮

고 있는 욕심과 의심을 거두어 내고 화창한 봄볕이 익

어가는 보리 이삭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이 밝

고 화려하게 빛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설레게 기다려지는 부

활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기대합니다.  

 

   Alleluia, Alleluia! He is risen, really r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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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셋째 주일 (4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성인 견진반 일정  

수업일 :   

            5월 19일(목), 6월 2일(목) 

견진일 : 6월 5일(일)   

사랑나눔의 사순절 초봉헌   

사순절동안 초봉헌 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제대꽃 봉헌  

사랑나눔 저금통  



5 

       공동체 소식                                                                                                                   2022년 4월 17일 

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김문수 신부님 지도하에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

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t. Paul 의료 선교 도네이션  

 

알 림 

저녁미사 스케줄(야외미사 날)  

6월 12일(일) 야외미사 날에 5 p.m.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일 미사봉헌  

특별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2차 점검  

날짜 : 4월 24일(일)  

하상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5월 11일(수)  12 p.m. Shotgun Start 

저녁식사 : 5 p.m. 

장소 : Harbor Links Golf Course 

문의 :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골프대회 기부자 명단   

아시안 마트  $1,000 예인 한의원  $1,000 

추영철 미카엘  $500 소나무 식당  $200 

$100 익명 $60 

물품기부  

예인 한의원  명품공진단 6박스, 한방 소화제 100개 

신용조합  수건 140장  아시안 마트  

익명  가화 설렁탕  식권 $500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4월 24일(일)  3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지난 성금요일인 4월 15일(금)부터 시작한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가 성전

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4일(일)은 교

육관 채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3 p.m. 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봉성체 명단   

지창근 베드로` 홍일옥  마리아  김현택 마리아  정영자 루시아 

지용덕 마르코 노명희 비아 은종덕 아녜스 

정태강 모니카 장동하 요셉 

이일선 글라라 백정환 수산나  하태임 레지나  

이경숙 안나 최경화 로레타  조태웅 요셉  신순원 마리아  

신현숙 아가다  이병호 시몬  이춘희 아가다 이용희 데레사  

이뵹례 안나  최태영 요셉 이영남 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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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주소 :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문의 : 

주일학교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조기등록 : 4월 30(토)까지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복사단 모집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두레 성령 피정  

duraeteam@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mailto:durae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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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생활상담소에서 본당 교우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2째주 인지지능저하(치매), 4째주 여성병과 

당뇨병 검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4월 24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생활상담 

요셉회 청소 날  꾸리아 평의회  

일시 : 4월 24일(일)  2 p.m.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친교실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천사의 별 Pr.   
단원 : 20~30대  

단장 : 김 안젤라 (646) 717-3550 

파티마의 성모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60~90대 남성 

단장 : 김재국 요셉 (917) 416-4184  

Bayside 구역 5반   

 

어머니연합회 파티 티겟 판매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Forest Hills 구역  

반장 : 김준수 누까 (646) 243-8143 

Forest Hills 구역 (코로나 반) 

 

알 림 알 림 

복사단 바베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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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that, like Saint Peter, he may contin-
ue to lead the Church in witnessing 
to the joyful truth of the Resurrec-
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God: that they may “look 
for the things that are in heaven,” 
and be Christ’s witnesses in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unjustly deprived of their 
liberty: that they may draw fresh 
hope of freedom from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family of God, gathered 
here in Easter joy, that we may bear 
witness to the risen Christ and re-
flect him in our lives.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sick, bereaved, and suffer-
ing: that they be comforted by the 
coming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affected by the war in the 
Ukraine : may peace and reconcilia-
tion be swift and permanen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died, that they 
may rise to eternal life in Christ. We 
pray to the Lord. ◎ 

Special Collection  

Announcements 

        미사 봉헌                                                                                               202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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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April 17, 2022 

3rd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11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Application due :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
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High School Workshop  

Place : St. Paul’s Abbey  
Address: 289 US 206, Newton, NJ 07860 
Fee : $190 per student 
Please submit the completed form and fee to the 
student’s class teacher.  

Recruitment For New Altar Servers  
The church is in need of altar servers. Students 
must have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by June 
2022. For new applicants who are in JHS/HS, 
please contact Fr. Park before applying.  

Applications are in the church office.  
For inquiries, please reach Fr. Hyosick John Park. 

2022 Youth Encountering Spirit—Y.E.S. Retreat  

< Easter Sunday > 
 

                                                    By Fr. Joseph Veneroso, M.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화답송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April 17, 2022 (Year C)  No. 2576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부활 성야 미사  

8시 미사 박 만 선  이 재 명  윤 경 숙  김 옥 생  

9시 30분 미사  Mary Moon Andrew Oh Natalie Shon Lucas Lee 

11시 미사  김 영 진  정 기 형  김 정 옥 안 준 섭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Jessica Lee Claire Park Angelina Park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박 지 은  황 혜 성  

Entrance Antiphon 

Responsorial Psalm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Communion Antiphon 

   Christ our Passover has been sacrificed, alleluia;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purity and truth, alleluia, alleluia.  

입당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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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