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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예물준비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76번 믿음 소망 사랑 

파견성가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입당송 

화답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장 택 규 탁 환 섭 박 지 희  Jasmine Lee • Sara Kim 

8시 미사 오 규 화  이 재 명  김 신 화  정 춘 홍  Songyee Kim • Annabelle Na 

9시 30분 미사  Jayson Choi Jaycee Choi Alex Kwak Ryan Kim • Edwin Shin 

11시 미사  황 리 나  김 영 진  김 난 희   장 동 철  Andrew Oh • Bona Lee  

12시 30분 미사  김 인 숙  장 택 규 장 택 규 임 칠 성  전 례 부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한 글로리아 김 남 효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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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사순 제5주일     

  사순 제5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예

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님 수난 성지주

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은총의 

사순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순시

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지요? 전례력으로 예수님

의 예루살렘 입성을 일주일 앞둔 오늘, 우리는 복음으

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일주

일 앞둔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

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요한 12, 1)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2장은 예

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 복음이 포함된 요한

12장은 2-12장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전반부 “표

징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

의 책”을 시작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징 이야기인 “카나의 혼인 잔

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4)하고 말

했던 “때”가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

럽게 될 때가 왔다.”(요한 12,23)고 전하면서, 하느님

께서 미리 준비해둔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요한 12장에 포함된 오늘 

복음은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스카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방

인인 그리스 사람 몇 명이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

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그때에는, 

구약의 야훼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사람의 아

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는 말씀과 “밀알 하나

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

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3-24)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와 똑같

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말씀이신 당신께서, 우

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러면서 당신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

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당신을 섬

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

신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니에서 공포와 번민에 휩

싸여서, “아빠! 아버지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

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

시오.”(마르 14,36)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제 마

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

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

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요한 12,27-

28)라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응답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두신 “영광의 때”를 

앞두고 마음이 산란하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을 통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고, 밀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

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삶에서 밀알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기도 합니다. 
  
  사순 제5주일에 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

면서 하느님께서 준비해두신 결정적인 “때”를 향해

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

성이 하느님 구원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며, 밀알이 땅

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

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

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

럼 우리도 또 다른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선택하게 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과 십자가를 짊

어지고 매일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

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청한다면, 하

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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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사순 제5주일을 지냅니다. 이제 부활은 두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의 재계: 

기도, 단식, 자선을 지속하여 주님의 은총이 더욱 충

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본당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 60세 이상 

되는 교우분들의 백신 접종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접수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맞을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

면서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

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헌혈 행사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언

제나 사순 시기에 우리 본당에서 헌혈 행사를 개최합

니다. 이는 사순 시기 사랑의 자선을 실천하기 위해

서입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

다. 이렇듯 헌혈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생명을 살리

는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바

로 구원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오늘 포도주의 성체 

변화로 성혈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 헌혈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

시며 구원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피를 나누며 

누군가의 생명에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의 끝, 즉 부활이 다가오면서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도 요

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자주 가셨으나 이번은 마

지막 입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사두가이와 헤로데 당원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극

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

은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였습니

다. 이를 본 바리사이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었습

니다.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즉 바리사

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그리고 헤로데 당원은 서로의 

반목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

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에게 닥쳐올 수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

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당나귀를 준비하게 하여 

화려하지 않지만 군중들의 환영으로 성대한 마지막 입

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입성은 당신의 다가오는 수난

과 죽음을 준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

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수난과 죽음에 직면

한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

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

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12: 27) 
 

  가장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수난을 두려워하고 죽음

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러한 본능적 감정으로 수난과 죽음을 피하고 살기를 

도모하기보다는 당신의 본 목적이 더욱 중요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12: 27ㄴ-28ㄱ) 온전

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다가오는 당신의 수

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

막 예루살렘 입성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조

차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

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나 홀로 계신 것입니다. 

외로운 길을 꿋꿋이 가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로 잡고 외로운 길을 가십니다.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

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수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죽음은 죽

음입니다.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

해 태어났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

히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주지 않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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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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다만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한 벌로 죽음의 형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삶의 가치가 

없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아무도 

함부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게 그들을 축복하

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벌을 받았지만, 그들을 미

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

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

다. 단지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

복과 영원한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당신의 외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

니다. 오늘 하느님의 외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명

하여 아담과 이브가 저지를 죄를 보속하시려 하십니

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다시 찾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에 우리도 동

참하시길 바라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길에 저희도 함

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

라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 수반하는 우

리의 수난과 죽음의 목적은 고통과 멸망이 아니라 오

히려 행복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에 밀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

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

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

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

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

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12:  
24-26) 
 

  오늘 예수님의 산란한 마음의 고백과 결연한 믿음

에 하느님은 답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

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12: 28)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인간적 수

난과 죽음은 결국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

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바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사순 시

기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하며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5 

사순 제5주일  

셋째 주일 (3월) 

       공동체 소식                                                                                                                    2021년 3월 21일 

알 림 

사순 특강  

사순 피정  

사순 판공성사  

부활 제대꽃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주님 수난 성지 주일  

3월 28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성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성당에 들어올 때 바구니에 있

는 성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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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3월 21일 

성전 카펫 청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성금요일)   

사목회•단체장 합동회의  

줌 모임입니다.)   

 

  

  

  

  

  

촛불 기도 봉헌금 현황 (사순시기 사랑나눔)      

   

알 림 알 림 

헌혈 행사   

미동부북 ME 부부 줌 피정  

    울뜨레야 월모임  

특별헌금 

부활반 세례 견진 일정  

1. 세례예절 연습 : 3월 29일(월)  4 p.m.  

                                (대부모와 함께 참석) 

2. 세례일 : 4월 3일(토)   부활 성야 미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 4월 11일(일) 

성금요일인 4월 2일(금)부터 성전에서 하느

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를 바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성금요일의 

옥외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바로 성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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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조배                                                                                                                    2021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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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목) 9:30 p.m. - 4월 2일(금) 8 a.m.    

❖ 저녁 7시 30분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전까지 개인별 성체조배 가능합니다.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단체별, 구역별, 쁘레시디움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책임자 소속 Pr) 책임자 

PM  
9:3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박영서 베드로 

11:00 – 
12:00 

마니피캇, 한울림 성가대 

Long Island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김양훈 데레사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어머니 연합회  

Forest Hills ★은혜의 바다 Pr. 
오묘한 매괴 Pr. 신비로운 장미 Pr. 
일치의 모후 Pr. 

박연홍 세실리아  

1:00 – 
2:00 

울뜨레야, 성제회,  

성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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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숙 로사  

2:00 – 
3:00 

성령기도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샛 별 Pr. 
순결하신 어머니 Pr. 사랑의 샘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임순녀 세실리아  

3:00 – 
4:00 

대건회, ME부부 Whitestone ★성모 영보 Pr.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바다의 별 Pr. 

서순희 마리아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담소 Fresh 

Meadows 

★순교자의 모후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상아탑 Pr.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증거자의 모후 Pr. 

이순애 엘리사벳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소 후원회 

Bayside ★공경하올 어머니 Pr. 
기쁨의 원천 Pr. 사도들의 모후 Pr. 
기쁨의 샘 Pr.  

박광옥 안젤라  

6:00 – 
7:00 

한국학교,  

베드로회 

그외 지역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겸손하신 어머니 Pr. 자비의 모후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박규용 리타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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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자 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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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Jesus Disappoints Us 

< Fifth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March 2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wept” is the shortest sentence in the Bible. Yet these two small words contain all kinds of 
meaning. Jesus, the Son of God, was also totally human. As such, he felt all our emotions, including 
grief, especially when he arrived at the tomb of his good friend, Lazarus, and saw and heard the Jews 
weeping there. His sadness was compounded by his knowing his delay in coming most likely resulted 
in his friend’s death. He could have prevented it. Martha and Mary, Lazarus’s sisters and also Jesus’ 
close friends can barely contain their disappointment: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No doubt this also weighed on Jesus. He had let his friends down. 
 
  Now and then in our life, if we are honest, we too will express frustration when Jesus seemingly ig-
nores our prayers and our tears and someone we love dies. Why did Jesus ignore us? What’s the use 
of faith and prayers if Jesus still lets our loved ones die? There is no answer. Why God let’s some peo-
ple die but saves others is a mystery. But we should take comfort in Jesus’ tears. Our grief and sorrow 
affect him. At the same time, his raising Lazarus from the dead should give us hope, even in the midst 
of sorrow. W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Until that day, even as we bury our loved ones, 
we have to “unbind them and let them go.” In the end, God is stronger than death.  

3rd Sunday in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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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Infant Baptism  
Date : Apr. 4th (Sunday) at 1:30 p.m.  
Infant baptism will resume in April, and every even 
month has infant baptism until end of year. Due to the 
COVID19, the first 5 infants will be baptized only.   
The application of infant baptism is in the church of-
fice.  

Lent Confession  
Date : Mar. 23rd (Tue)  
Time : 10 a.m.—12 p.m. & 7 p.m.—9 p.m.  

Durae Monthly Prayer Meeting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is hosting a monthly 
virtual prayer meeting. We invite high school stu-
dents and young adults for small group discussion, 

praise and time of prayer.   
Please contact us for the Zoom log in information via 
email or Instagram. 

Time: Every 3rd Saturday at 8:30PM              
Email- duraeteam@gmail.com 
IG- @_durae 

Blood Drive  
Date : Mar. 21st (Today)        
Time : 8:30 a.m. - 1: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Your donation will help to save up the THREE lives. 
Our community hospitals need your help. Please 
share this lifesaving gift.          

Blood donors must be healthy and feel well on the 
day of donation. Routine blood donor screening 
measures that are already in place should prevent in-

dividuals with respiratory infections from donating 
blood. For example, blood donors must be in good 
health and have a normal temperature on the day of 

donation.  

Church Carpet Cleaning  
Date : Mar. 31st (Wed)         

Time : 10 a.m. - 4 p.m.          
Please refrain from entering the church on the carpet 
cleaning day.  

Baptism  
Date : Apr. 3rd (Sat)             

Time : Holy Saturday Night (The Easter Vigil Mas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of Lent                                                                                                          March 21, 2021 (Year B)  No. 2519 

Responsorial  

Psalm 

  

 

 That the leaders of Christ’s church help guide and support the families of Christ through the confu-

sion and violence of the world toda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families support each other in life’s journey, and encourage each other in doing good works, 

especially as we are about to meet each other agai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tempted to take the ‘easy way out’ rather than the way of the cross that Jesus has 

shown us, may they draw strength from the Crucified Lor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live simple and good lives may know that they are loved by God, even though their 

goodness is not recognized or rewarded here and now,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may be consoled by God's promise of new and everlasting life 

after death,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1:31-34 (3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5:7-9 

Communion Antiphon 

   Amen, Amen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Psalm 51:3-4, 12-13, 14-15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also will my servant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