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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준비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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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138번 만왕의 왕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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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얀 옷

을 입으시고 주님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으며 주

님의 성심에서는 두 가지의 빛이 발산되어 나옵니다: 

붉은 빛과 엷은 하얀 빛.  “엷은 빛줄기는 영혼을 의

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고,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

명인 피를 의미한다.  이 두 빛줄기는 십자가에서 창

에 찔린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

나온 것이다.”(파우스티나 성녀일기 299) 

 

 다시 말하면, 붉은 빛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하느님의 생명을 뜻 하는 것이고 엷은 빛줄기

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

께로 인도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상(Image) 를 공경

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특

히,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것 또한 약

속한다.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써 지킬 것이

다.”(파우스티나 성녀일기 48)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

심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임종때의 구원의 자비를 약

속 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자비심 구하는 기도는 매일 오후 3시

에 바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

가상에서 당하신 당신의 죽음의 시간(성 금요일 오후 

3시)에 당신 자비를 공경하며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

십니다.  “너는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거든 자

주 나의 자비를 흠승하고 찬양하며 너 자신을 나의 

자비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 특별

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의 자비의 전능함을 청하

여라.  그 순간에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일기 1320) … 그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1572).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은 부활 제2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

기도 합니다.  2000년 대희년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재 성인품에 오르셨음, 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성

인 품에 올리시고 다음해인 2001년도 부활 제2주일

에 하느님의 자비의 주일로 선포 하시면서 예수 성심

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

심을 선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께 발현하셔서 “오늘

은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고 내 성심 가까이로 데려

오고 싶다”(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 1588) 라고 말씀

하시면서 당신의 성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비를 세

상에 전파 할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대

한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과 교회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등을 통해서 당신 자비에 대해 항상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

를 통해서 당신 성심의 자비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가

르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기

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의심없이 믿으면서 의탁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풀기

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들에게 큰 의탁으로 이 자

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움을 

얻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신적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파우스티나 성녀일기 1520) 

주님의 영원히 넘치도록 흐르는 자비의 상징으로 주

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상”(Image)를 우리에게 주시

면서 이 이미지는 당신 자비를 떠갈수있는 그릇 이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하나 

주는데 그들은 그 그릇을 가지고 자비의 샘에서 은총

을 길으러 올 것이다.  그 그릇은 바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씌여진 이 상(Image)이

다.”(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327) 

 

남희봉 벨라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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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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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이 자비주일은 파우스티나 성인이 예수님께 받은 계

시를 바탕으로  2000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부

활 2번째 주일을 축일로 제정하신 이래 부활은 줄곧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로서 중

요한 신심 축일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하면 떠오르는 예수님 상본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무지개 빛이 세상을 밝히며 초상

의 밑에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적혀있습니다. 이 상본은 파우스티나 성인이 

계시 속에 직접 본 예수님의 모습을 화가에게 설명하

여 그린 상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슴에서 무지개 빛이 나오는 것은 

여러가지의 자비를 설명하지만 그 전 18~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수 성심’ 신심과 그 궤적을 같이

합니다. 우리 본당 감실 옆의 예수 성심상처럼 예수님

의 가슴에 열정에 불타오르는 심장을 통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인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 내용 중 하

나는 ‘하느님의 자비’만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선물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인 요한 

복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

시어 다락방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

타나시어 첫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 비롯되었다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며 당신의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믿

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자비의 발로입

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자비의 

원천으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기쁜 이유입니

다. 그 자비는 바로 우리 평화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당신의 부

활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행복하

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따

라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나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즉 성령의 7
가지 선물, 슬기, 통찰, 일깨움, 굳셈과 지혜 그리고 공

경과 하느님께 대한 경외가 깃든 삶을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가슴

에 살아있는 실체 즉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성령은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며, 나
아가 서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각자의 실체를 믿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이 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라며 토마스를 나무

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

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Jesus, I trust in You.)  

봄은 오는가 
 

하늘이 회색 구름으로 닫히고 

닫힌 틈새로 푸른 눈발이 휘날린다. 

닫힌 구름 뒤엔 아직도 하늘이 푸르다고, 
 

눈발 하나에 태양이 

눈발 하나에 푸르름이 

눈발 하나에 사랑이 

 

이 눈발이 수그러지고 

언뜻 열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 

그 사랑 눈부시게 빛난다. 
 

눈 그친 회색 구름 사이로  

열린 하늘은 

텅 빈 무덤 안의 영광처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 

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파스카 주일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알아 뵙고, 주님의 부활을 힘차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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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복음 청강 (성인견진 교리반)  

4월 3일(화) 시작한 성인 견진 교리반에서 견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마르코 복음 청강이 가능합

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는 화요일 8 p.m. 참석하시

기 바랍니다.  
장소 : 토마스 교육관   

경로의 날 행사  

일시: 4월 10일(화)  10 a.m.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반)  

 

2018년 제11차 볼리바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바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마감일 : 4월 30일)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님  

금액 : $2,200  환불불가 (신청비 : $200)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특별헌금 

4월 29일(일) Catholic Home Mission  

유니온 미사  

혼인교리 강좌 안내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 

대상 : 예비자 봉사에 관심있는 신자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98-8584 

2018년 여름학교 등록 

 

안나회에서 이번 주일(4월 8일) 점심으로 맛

있는 떡만두국을 판매합니다. 

성전 카펫 청소 

4월 23일(월) 성전 카펫 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날에 성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 명단 “축하합니다!”  

안나회 월례회  
4월 10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4월 10일(화) 11 a.m. 정토마스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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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도네이션  

월요라인댄스에서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북부 성령 세미나  

일시 : 4월 22일(일) - 4월 25일(수)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접수마감 : 4월 12일(목)  
참가비 : $340 
신청 : 성령기도회 

부활 제대꽃 봉헌자 명단  

이관진 엘리사벳, 고낙운 말따, 오캐런 미카엘라, 
원 아녜스, 신 프란체스카, 익명 2명. 감사합니다.  

혼배 성사  

Date  Subject Instructor 

4/15/18  

4/22/18 

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중등부 교구 성소 모임 (Fraternitas) 

* Junior High School 남학생 (6-8학년) meeting 

시간 : 1 p.m. - 5 p.m. 
장소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주소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2018년 제11차 볼리바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바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마감일 : 4월 30일)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님  

금액 : $2,200  환불불가 (신청비 : $200)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청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새단원 모집 

일시 : 매주 일요일 12:30 p.m. (신교육관 201호) 
대상 : 레지오에 관심 있는 30-40대 모든 청년들 

문의 : 이경훈 미카엘 (646) 266-9100

두레 청소년 성령 피정  

날짜 : 5월 25일(금) - 5월 28일(월) 
장소 : 헌팅턴 신학교 

자격 : 견진성사 받은 고등학교 10-12학년 

신청서 : 성당 사무실  

문의 : 표 글라라 (201) 647-8812 

미동북부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날짜 : 4월 12일(목) - 4월 15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봉사자 : 이선주 벨라뎃다, 김옥심 엘리사벳, 
               홍정순 데레사, 조은경 막달레나 

수강자 : 한 프랑카 수녀님, 강원희 아가다,  
               김영옥 베로니카, 임선옥 세실리아,  
               이유경 크레센시아  

뛰어라 : 4월 15일(일)  7 p.m. 성당 친교실  

*뛰어라 시간이 7 p.m. 으로 바뀌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동북부 제75차 ME 주말  

날짜 : 5월 26일(토) - 5월 28일(일)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문의 : 조 루치아노, 루시아 (646) 220-1990 

미동북부 ME 가족 볼링대회 

일시 : 4월 22일(일) 2  p.m.  
장소 : Bowler City Hackensack, NJ 
문의 : 조 루치아노, 루시아 (646) 22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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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4월 15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연령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Long Island 구역 5반 

반장 : 김재국 요셉 (917) 416-4184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4월 15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4월 15일(일) 1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로사리오회 월례회  
4월 8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생활 상담소 

4월 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김현우, 박재환, 이병철 

 

  

  

생활 상담소 격월례 모임  

일시 : 4월 15일(일) 12:30 p.m.  
장소 : 생활 상담소 2층 

전원 참석바랍니다.  
성제회 월례회 

대건회 월례회 4월 21일(토) 7 p.m.성당친교실 

하상회 월례회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ㄹ라 (718) 52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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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looking for a volunteer who majored in Music 

and wants to serve as conductor for 12:30 p.m. mass 

and other events.  

Further info. : Fr. Hee Bong Bernard Nam 

Phone : (718) 321-7676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the Divine Mercy 
  
 The apostles testified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
sus, even Thomas, the doubter. “This witness is recorded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Son of 
God.” Tradition is the handing on of this firsthand witness 
of those who saw from the beginning till each of us now. 
“Happy an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yet be-
lieve.” Our faith is based on witnesses. We cry with 
Thomas, “My Lord and my God!” May the Lord strength-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Schedule 
Time : 2 p.m.  

Location : Thomas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yone interested can take classes. Please mark your 

calendar for the training schedule. 

Date  Subject Instructor 

4/15/18  

Time : Friday at 5:30 p.m. to Saturday at 1 p.m.  

Location : Cathedral Seminary House of Formation 

Address : 720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JHS Vocation Meeting (Fraternitas) 
Time : 1 p.m. - 5 p.m.  

Location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Address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5,000] 

 The time for Application : March 4th – May 6th, 

2018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Congratulations!” 
Aerin Maria Sol, Noah Kyungin Lee, Rahyun Alexan-

der Kim, Oliver Hajun Jin, Riley Ahrim Julia Hong re-

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April 1st. 

2018 Summer Camp 
Students : Pre K—5th Grade 

Period : July 2nd (Mon) - August 17th (Fri) 7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Tuition :  

  Early Registration  4/14(Sat) - 5/13(Sun) : $1,100 

  Regular Registration 5/14(Mon) - 6/17(Sun) : $1,400 

Sibling discount :  

  2 children : 10% off tuition of one child 

  3 children : 50% off tuition of one child 

Field trip fees are not included in tuition. 

Early drop off : $150 

Extended care : $400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Marriage Pre Cana Schedule  
Apr. 28th (Sat) • Jul. 21th (Sat) • Oct. 27st (Sat)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Time : 1 p.m.)  

Special Collections  
April 29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Church Carpet Cleaning   
Date : April 23rd (Mon). Please refrain from entering 

the Church on cleaning day. 

11th 2018 Bolivia Mission 
Date : July 02 (Mon) - July 14 (Sat)  

Where : Bolivia Santa Cruz 

Who : 9th grade to 12th Grade and Adult  

Fee : $2,200(Registration Fee: $200– not refundable) 

Contact : Katharina Hyesung Hwang  

              (Boliva Mission Coordinatior) 

Tel : 347-804-2684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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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that we use this Easter season to celebrate the message of peace and mercy as we 
renew our faith in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that choose to live Christ’s life with the poor:  that they will continue to bless us with 
their gentle, self-effacing l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elderly who try to keep young in heart and show a loving interest in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people rejoice in the spirit which makes us one,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His Peace Is Our Proof 

       Weekly Homily                                                                                                                                                                April 8 , 2018 

 John’s gospel mentions that on Easter Sunday as well as the following week, the disciples met be-
hind locked doors “for fear of the Jews.” Yes. One Jew in particular: Jesus. The good news was that 
Jesus is risen; the bad news is that Jesus is risen. Surely the disciples felt unworthy to be Jesus’ fol-
lowers since they deserted him in his hour of need. But locked doors could no more block Jesus than 
could the sealed tomb. Despite the disciples’ fears, doubts ad failures, Jesus appears in their midst and 
gives them the first gift of his resurrection: “Peace be with you.” 
 
 Notice he does not scold them for their cowardice nor demean them for deserting him. Rather he 
shows them his wounds as proof it is the same Jesus who was crucified. And from those wounds flows 
our healing, our hope and our salvation. Thomas was not with the other disciples on that death-
shattering occasion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first appeared to them in the upper room. You 
might call Thomas the patron saint of those who miss Mass on Sunday. But thanks to his doubt, we 
get a gospel story attesting to the physicality of Jesus’ resurrection. He is not just a ghost or spirit, but 
has a risen body. 
 
 We all have wounds: some physical, others emotional or psychological. But these do not define us. 
Rather, when we offer our brokenness to the Lord, he can transform our wounds into a fountain of 
grace, mercy and wholeness. Let us never hesitate to express our doubts. Like Thomas, let us extend 
our hands and touch the wounds of the Risen Christ. The peace Christ gives us is proof enough he is 
truly risen and he is our Lord and our God.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8, 2018 (Year B)  No. 2362 

 

Young Adult Young Adult Young Adult Young Adult Christhopher Park•Dylan Kim•Hyunjeung Park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Andrew Park•Kate S. Hwang•Edwar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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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 of the Apostles 4:32-35 (44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5:1-6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Alleluia No.1 567 
Breaking Bread Communion Bread of Life 

Eye Has Not Seen 
370 
462 

Breaking Bread 

Offering We walk by Faith 497 
Breaking Bread Closing Come to the River 655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178 
Breaking Bread Communion I am the living Bread 319 

Breaking Bread 

Offering 
Jesus Lives  

Peace is Flowing like a River 
110 
210 

Children’s Mass 
Closing Life Returns  109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