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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준비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영성체성가  
165번 

177번 

 주의 잔치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파견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Mina Kim Brian Kim Gloria Chang Sia Kim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Jayson Choi Annie Mun Joseph Lee Julie Kim  

12시 30분 미사 Terri Kim  Luna Bae Olivia Baek Jacob Lee  

5시 미사  

평화가 너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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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

보다는 시각화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일에 대해 더 

깊은 몰입감과 이해를 갖습니다. 성경을 접하는 데에 

있어서도 미사 때에 선포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듣는 

것보다 복음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를 시청하는 것

이 훨씬 더 크게 기억에 각인되기도 합니다. 물론 로

마서 10장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언급하듯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깊은 묵상을 하는데 도움

을 줍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망 있는 영성가들이 환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더 깊은 하느

님 체험으로 나아가듯이 눈으로 말씀과 예수님의 모

습을 바라보는 활동은 신앙생활을 성숙시키므로 하

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떠

올리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내적생활에 큰 도움

을 줍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시기를 지내며 부활하

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자주 바라보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을 새깁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

활하신 주간 첫날 저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

가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 대축일 복음을 다시 

상기하면, 같은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 베

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께서 묻히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오늘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유

다인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

에서 벗어나 기뻐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부활

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여러 차례 그분의 부

활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점을 생

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에 대

해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비

어 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

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야 그분의 부활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후반부도 비슷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

님께서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

에 있지 않았던 토마스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는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자 그는 예수님을 

뵙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

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토마스는 예수님

을 마주하고 그분의 상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

에 관한 사실을 상기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것 자체

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것처

럼 그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 그분의 부활을 의심

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직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 대축일을 

지내면서 부활에 대한 깊은 체험이 부족함을 느낍니

다. 기쁘게 부활 축하 인사를 건네지만 자신의 상태

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활 시기의 전례가 전해주는 분

위기에 젖어 들어 있을 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

닫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제자들과 토마스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듯이 기도 중에 예수님

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를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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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퀸즈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은총을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보 

강론을 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본당의 신부님들, 수녀

님들, 직원들, 사목회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

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아

서 감사드리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

을 것이다.”(마르 9,41)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주님 안에

서 기쁘고 화목한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입니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기념일로 부활 두 번째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

하고 그 신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세계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

하시어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시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

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요한 3: 16) 이는 또한 하느님

의 자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The Devine Mercy)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기본 즉 하느님의 자비

의 ABC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Ask for His Mercy), 그렇게 받은 하느님의 자비를 다

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e mer-

ciful to other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절

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nfidence and completely trust in God.) 이 세 가지가 

하느님 자비의 기초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

하는 제자 토마스에게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어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후에 토마스는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 27) 

 

   이에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

다.” (20: 29) 주님께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당

신의 상처를 토마스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부

활을 증명하시려 한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 식구들도 지난 성삼일에 많은 분

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세례 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약

속받았고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우

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함께 더불어 굳은 믿음으로 구원의 복

음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먼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와 이웃을 위하여 기

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자비를 이웃에

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내 것을 잃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로 더욱 풍요로워진다

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

다. 우리 본당 공동체는 이런 믿음으로 베푸는 공동체

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십시일반 이웃을 돕는 데

에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당이 이렇게 부활

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

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면서 활짝 핀 꽃처럼 부활의 

신비가 우리 삶 안에서 활짝 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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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 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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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교리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성인 견진반 일정  

수업일 :   

            5월 19일(목), 6월 2일(목) 

견진일 : 6월 5일(일)   

사랑나눔의 사순절 초봉헌   

사순절 초봉헌 기금 합계 : $2,108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2차 점검  

날짜 : 4월 24일(오늘)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4월 24일(오늘)  3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사랑나눔 저금통  

야외미사 버스표 판매  

4월 24일(오늘)   

판매처 : 성소 후원회 데스크 

버스표 가격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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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t. Paul 의료 선교 도네이션  

 

알 림 

부활 제대꽃 봉헌 명단   

재대초 봉헌 추가 명단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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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골프대회 기부자 명단   

아시안 마트  $1,000 예인 한의원  $1,000 

추영철 미카엘  $500 소나무 식당  $200 

$100 익명 $60 

$500 임종철 치과 $500 

$500 플러싱 꽃집 $100 

$500 $500 

$500 김민우 요한  $1,000 

$500 베드로회  $500 

$1,000 이준석 (대건회장)  $500 

익명  $100  

물품기부  

예인 한의원  명품공진단 6박스, 한방 소화제 100개 

익명 골프수건, 얼굴팩, 석류액기스, 샤핑백 

임보석  진주 목걸이 & 귀걸이 

신용조합 (수건) 140장  

익명  (골프 수건)  $500 

황금어장 (상품권) $800 

박보석 (Gold bar) 

부활반 세레자 명단   

부고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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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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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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회 청소 날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꾸리아 평의회  

일시 : 4월 24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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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연령회 월례회 연기 

 

로사리오회 빈대떡 판매  

구역분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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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Whitestone 구역 1반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어머니연합회 파티 티겟 판매  

Whitestone 구역 7반  

반장 : 지명은 아녜스 (646) 824-4988 

두레 성령 피정  

duraeteam@gmail.com 

알 림 알 림 

안나회 일일 피정  

장소 : 성당 친교실  

모든 안나회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안나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7반   

 

요셉회 월례회  

 

mailto:duraeteam@gmail.com


8 





        미사 봉헌                                                                                               2022년 4월 24일 

10 



  
 

For all Church leaders: that they may seek commun-
ion with each other through greater faithfulness to the 
Gospel,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in our church who never take part in the 
sacraments: that we may become an even more hon-
est and generous community, which will draw them 
back by our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poor, lonely, fearful, oppressed: 
that our sharing in the sacrament of the Lord may 
make us more sensitive to their need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feel lost in our liturgical changes: that 
they may still find Christ in or in spite of our celebra-
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people take the time to listen with our hearts 
to each other, especially for those suffering from war 
in the Ukraine,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April 24, 2022 

4th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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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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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School $500] 
 Application Due : May 1st. (Sun)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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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Bowl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24, 2022 (Year C) No. 2577 

Responsorial  

Psal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is everlasting.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 of the Apostles 5:12-16 (45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1:9-11a, 12-13, 17-19 

Communion Antiphon 

Psalm 118:2-4, 13-15, 22-24 

Mercy: Unexpected, Unearned, Undeserved 

< Sunday of Divine Mercy > 

By Fr. Joseph Veneroso, M.M.  

    Saint Pope John Paul II declared Sister Faustyna Kowalska a saint on April 30, 2000, making her the 
first canonized saint of the new millennium. In the 1930s, Sr. Faustyna claimed Jesus appeared to her, ask-
ing her to make his mercy and love known to our suffering world. The pope also designated the Sunday 
following Easter as Divine Mercy Sunday, extending the personal revelation to Sister Faustyna to the en-
tire Universal (Catholic) Church and to the whole world. Catholics are free to accept devotion to the Di-
vine Mercy as part of their spirituality—or not. The Church declared the apparitions to be authentic and 
belief in them as helpful to the faith, but they are not necessary to salvation. 
 
    This means if you feel belief in these “approved” apparitions helps you in your journey of faith, the 
Church encourages you to use them. But if you chose not to, that’s okay as well. However, we should still 
take God’s gift of mercy seriously. We do this by being merciful towards others, since God has been—
and is— merciful to us. Mercy is a grace not expected, cannot be earned, and it’s something we don’t de-
serve. It’s a free gift! Share that gift with others: tell a friend you miss them, compliment a coworker or 
classmate, offer to help around the house without being asked! If you do this on a regular basis, you will 
feel better about yourself because you are honoring our most merciful God by imitating Jes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