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부활 대축일                                                               2021년 4월 4일(나해) 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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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 

He is R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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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오늘 2021년 4월 4일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포근히 감싸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를 기

쁘게 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모두가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일상에서 자유

로워지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작년 사순 중간에 시작된 팬데믹의 여파로 사

순 시기를 잃고 부활을 잃은 지도 일 년이 넘었

습니다.  올해 아직도 팬데믹의 중간에서 우리 모

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부활을 부분적으

로나마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이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로이 부활 미사에 참

례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던 재작년의 부활 주일

을 그리워하며 오늘 그나마 대면과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수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

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은 주님조차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올해처럼 부활의 의미가 깊이 다가온 적이 없

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오면서 부활이 이

성적인 중요성과 신앙적 중요성을 넘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희망의 이유가 됩

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

길 바라는 희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

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예수님

의 수난과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절실히 바

라며 예수님의 파스카의 성삼일에 동참하였습니

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요한

에게 보여주신 텅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듯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운 죽음의 그

림자인 두려움과 불안감의 고통이 사라진 텅 빈 

가슴을 마주하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에는 아버지 하느님의 영

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음을 불사하고 순명하는 믿음의 궁극의 열매

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보여준 불응

은 결국 그들의 에덴동산에서의 축출을 불러왔

고 인간적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명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

주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노아의 순명은 

40일 밤낮의 홍수를 피하게 하는 구원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명으로 인해 그의 자

손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어 하느님의 보

호를 받는 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순명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이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이

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명의 열매는 바로 부활입니다. 아버

지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

루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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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평화는 단순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분란의 상

황 중에도 두려움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

해나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

과 적당히 타협하여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

다. 오히려 문제에 다가서 그와 맞닥트리는 용기

의 산물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하느님과 함께 하

는 여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

심이 되는 여정에서 세상과 대립되는 괴롭고 불

편한 과정이 세상 적으로는 분란이지만, 예수님

처럼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은 오히려 평화

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적으로 수난과 죽음은 명백한 하느님 말

씀의 실패를 말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 적으로 바보 같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부

활이라는 믿기 어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입

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순명하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순명해야 할 말씀은 ‘이웃 사

랑’입니다. 이웃과의 경쟁이나 나의 두려움을 잊

기 위해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나의 실패를 합리

화하기 위해 이웃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파스카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용기와 이

웃을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

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

한 믿음으로 생기는 용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

람들입니다.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속에 묻은 죽음의 

이유들, 즉 욕망, 시기, 질투, 비난, 비평, 미움, 분

노, 나아가 열등의식까지 모두 비워 버려야 한다

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빈 무덤이 밝히

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위

험을 죽음을 매일 감수한다는 고백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

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

다.” (코린토 1서 15:31)  

 

  세계는 지금 가장 어려운 유혹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시작된 이 시간은 단

순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귀한 인성의 시험입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밝고 일어서는 것이 아

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스스로

를 위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화해

하고 도우며 이 험난한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돕고, 사회와 사회가 돕고, 이웃

과 이웃이 도와서 극복해 날 갈 때 우리는 다시 

그리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결

국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단순히 백

신과 치료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과 같이 함께 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희망의 불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되새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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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  

첫째 주일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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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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참례 장소  

       공동체 소식                                                                                                                    2021년 4월 4일 

알 림 알 림 

세례  

주보 광고주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부활 제대꽃 봉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부

활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4월 11일(일)까지 

지난 성금요일인 4월 2일(금)부터 시작한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가 성전

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매일 성전으로 3 p.m.까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유아세례 

미사 시간  |  Mass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4월 12일(월)부터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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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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촛불 기도 봉헌금 현황 (사순시기 사랑나눔)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생활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알 림 알 림 

두례 월 기도모임  

감사헌금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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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4월 4일 



         미사 봉헌            2021년 4월 4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For the Church of Christ:  that we may have a 
living faith in his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newly baptized: that they may be faith-

ful to Ch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are returning to Christ in repentance at 
this Eastertime: for the courage to live a new 

lif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discouraged or are in des-
pair: that the risen Lord may revive their hop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m we have known and who have 
followed Jesus into death: that they share with 

him in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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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 

       Weekly Homily                                                                                                                                                            April 4,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oday is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liturgical year. What’s more, it also mark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s also the most important day of our lives. On this day, Jesus, a 
crucified rabbi, rose from the dead. This not only started the new religion known as Christianity, but 
more importantly revealed a new, more radical way of living in the world.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neither the faithful women, nor indeed any of the disciples, expected Jesus to rise from the dead. The 
women rose before dawn on Sunday to go to the tomb of Jesus to anoint his dead body for burial. 
Even the empty tomb did not fill them with joy. Rather, they feared grave robbers had stolen the body 
of Jesus. An angel, without wings but clothed in white, asked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There is a similar quote in the Jewish Talmud, the rabbinical commentary on the Torah. In the story 
of Moses confronting Pharaoh and demanding he “let my people go” in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the Hebrews. Pharaoh has his scholars recite the long list of Egyptian gods: Ra, Isis, Osiris, Horus, 
Set etc. Pharaoh announces this so-called Yahweh is not on the list. Unfazed, Moses asks,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Our God cannot be found among lifeless idols, neither can God 
be found in a grave. Our God is not only God of the living, God is God of life itself. The resurrection 
of Jesus declares right is stronger than wrong, light victorious over darkness, good more powerful than 
evil, and life triumphant over death. Our challenge is to live these truths, grounded in the belief Jesus 
is truly risen!  

1st Sunday in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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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Infant Baptism  
Date : Apr. 4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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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s  
April 4th (Today)  for Retired Priests              

April 11th (Sun)  for Easter Special Gift for Parish       
April 18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Rice Bowl  
The Rice Bowl, which was distributed from the first 

week of Lent, will be collected from today. Please bring 

your rice bowl when you come to the church.  

Corona Vaccination  
Date: April 4th (today)         

Age : 30 years old or older        

Place: Education Center            

Time: 8 a.m. -1 p.m. 

Vaccination is given priority to parish members. 

First-come-first-served basi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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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이비드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April 4, 2021 (Year B)  No. 2521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부활 성야 미사  

8시 미사 최 혜 숙  윤 석 채  강 미 숙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Cristine An Gabriel Lee Jasmine Lee 

11시 미사  오 캐 런  강 석 구  정 재 연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김 인 숙  강 석 구  쟁 재 연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박 민 제  박 민 제  한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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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번 
139번 

예물준비성가  예수 부활하셨도다  136번 파견성가 예수 부활하셨네 13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