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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이 철 선  이 영 경  김 성 자  Jin Tae Kim • Dylan Kim • Jason Yoo 

8시 미사 윤 정 애  김 병 민  백 정 덕  윤 건  Kevin Kim • Eric Kim • Stella Park 

9시 30분 미사  Christine Cho Andrew Kim Ryan Kim  Jung Won Lee • Seon Lee • Justin Lee 

11시 미사  박 의 진  강 석 구 김 정 옥  이 병 님  • • 

12시 30분 미사  김 수 진  황 혜 성  황 혜 성  임 칠 성  전 례 부  

5시 미사  이 미 첼  박 민 재  문 소 영  한 글로리아 김남효 • 나지나 • 전가별 

입당성가  주를 찬미해 10 번 영성체성가 사랑의 성사  169 번 

예물준비성가  십자가에 제헌되신  216 번 파견성가 주님은 우리 위해   119 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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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3월 28일 

김철희 시몬 신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3월 28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3 



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3월  28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넷째 주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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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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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3월 28일 

알 림 알 림 

십자가의 길 (성금요일)   

손 세정재  

부활 제대꽃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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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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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유아세례 

성물서적 판매  

성삼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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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3월 28일 

특별헌금  

성전 카펫 청소 날짜 변경   

 

  

  

  

  

  

촛불 기도 봉헌금 현황 (사순시기 사랑나눔)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생활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알 림 알 림 

코로나 백신 신청  

사목회•단체장 합동회의  

줌 모임입니다.)   

코비드 검사  

미 사  봉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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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3월 28일 



         성체조배           2021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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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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Crucify Him! 

<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 

       Weekly Homily                                                                                                                                                            March 28,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willing this will be our last Holy Week during a pandemic. It’s been a long thirteen months. It 
hasn’t just been inconvenient, with masks, vaccines, lockdowns and zoom meetings, it has been tragic, 
with 560,000+ of our fellow citizens dead, their families in mourning, not to mention millions more 
who got sick and have yet to fully recover. And the whole world is going through this time of crisis. 
Against such a backdrop we enter into our second Holy Week with COVID-19 as the uninvited and 
invisible guest. We read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and shout “Hosanna to the Son 
of David!” Yet no sooner do we start the Mass than we join an angry mob calling for Jesus to be cru-
cified. 
 
  Historically these were probably not the same people. Nevertheless we cannot escape the unsettling 
feeling that in our lifetime, and most likely many times, we will go along with the crowd; sometimes 
praises Christ and sometimes cursing him. Jesus came to be with us in our messy humanity so that he 
might share with us his glorious divinity. During Holy Week we follow our Lord during the final days 
of his life on earth. We enter into his Passion (suffering) through the Eucharist, which commemorates 
Jesus last supper,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we allow ourselves to be transformed that we might 
enter into the reign of God, here a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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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Infant Baptism  
Date : Apr. 4th (Sunday) at 1:30 p.m.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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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Carpet Cleaning Date Changed  
Date : Mar. 30th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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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April 2nd (Fri) for Holy Places       

April 4th (Sun) for Retired Priests         
April 18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COVID19 Test  
Date : Mar. 28th (Today)        
Time : 9:30 a.m.–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3:30 p.m. at the test site.  

Holy Triduum Mass Schedule  
Apr. 1st (Thu)  Holy Thursday   8 p.m.                   

Apr. 2nd (Fri)  Good Friday   8 p.m.                        
Apr. 3rd (Sat)  The Easter Vigil   8 p.m.               
There isn’t morning mass at 7 a.m. but only prayer 

service at 7 a.m. during Holy Triduum.                    
There is NO mass offering during Holy Triduu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alm Sunday of Passion of the Lord                                                                                     March 28, 2021 (Year B)  No. 2520 

  

 

 We pray for the whole of Christ's Church- with Pope Francis, the bishops, pastors and all its people: that Jesus' 
cross may bring us true repentance, and may teach us to proclaim his word faithfully. For thi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that we who know Jesus as Lord and Savior, may become a living sign of God’s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powerful in this world: that they may seek the peace and welfare of all for whom Jesus die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ed losses or failures which seem to destroy their lives: that they know that these are only 
temporary and that we will gain strength knowing that the Lord comforts and protects us all.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idealists and hopeful: that they may have strength and persevere like Jesus to the end,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mourn over the death of loved ones: that they may know Jesus as their brother and share his tri-

umph,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when the Lord came into the city of Jerusalem,  
   the children ran to meet him;  
   in their hands they carried palm branches  
   and with a loud voice cried out: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are you, who have come in your abundant mercy!  
  O gates, lift hight your heads; grow higher, ancient doors.  
  Let him enter, the king of glory! Who is this king of glory?  
  He, the Lord of hosts, he is the king of glory.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are you, who have come in your abundant mercy! 

Reading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Isaiah 50:4-7 (38ABC)                                                          Philippians 2:6-11 

Responsorial Psalm  

   My God, my God, why have you abandoned me? 

Communion Antiphon 

   Father, if this chalice cannot pass without my drinking it, your will be d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