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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지난 5주 동안 기도, 단식 그리고 자선을 실천하며 

준비해온 사순절의 절정인 성주간이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됩니다. 
 

   성지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예루살

렘 성전 입성과 주님 수난기 복음 전체를 듣는 것입

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과 성 삼일에 대해 말씀드

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들

고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깔아 놓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평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즈카

라야 예언서 9,9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시며 승

리하시는 하느님께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

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

를때 그는 다윗 임금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

는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이 오심을 알리고, 다윗 자손

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어린 당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

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 길에 깔은 장면은 구약 열왕

기 하권 9장을 읽어보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

을 때 사람들은 왕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예후의 발

밑에 겉옷을 벗어 깔고 예후는 그 위를 걸어갔던 장

면과 똑같습니다. 
 

   또한 마카베오기 하권 10장에 마카베오와 그의 군

사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고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지신 그분께(하느님) 찬미가를 올렸다.”(2마

카 10,7)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베오의 승리와 성전

의 탈환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느

님의 율법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마카베오를 성전에 환영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들고 

찬양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

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 시켜주시는 왕으로 맞

이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이렇듯 구약의 예

언서의 예언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다 갖추신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 복음 전체를 다 듣게 

됩니다. 교회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오

늘 성삼일의 주님의 수난에 대해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난 복음은 주님의 만찬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만

찬은 성 목요일 저녁에 봉헌되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만찬 미사를 

드립니다. 그날 교회는 주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강론 후에 12명의 교우들의 발 

씻김을 행합니다. 성 목요일 미사가 끝나면서 교회는 

감실의 모신 성체를 “수난 감실”에 모시기 위해 주례 

사제는 성체를 모시고 교우들과 친교실로 행렬을 합

니다. 성체를 친교실에 준비된 수난 감실에 모시고, 

교우들은 한 시간씩 교대로 주님과 함께 기도를 바치

며 밤을 새우게 됩니다. 이 전례는 주님께서 만찬을 

드시고, 잡히시기 전에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시

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난 복음의 가장 긴 부분은 주님께서 잡히셔서 수

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

히시고 돌아가시는 광경입니다. 이날은 성금요일 이

고, 교회는 이날 미사는 행하지 않으며, 오후 3시에 십

자가의 길과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전례 

때 다시 한번 수난 복음을 읽고, 주례 사제는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 

경배를 하게됩니다.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우리는 주

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수

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받았음을 묵

상하게 됩니다. 십자가 경배 후 영성체 예식을 하고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전례를 마칩니다. 
 

   부활 성야 때 빛의 예식은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의 어두움을 부활의 빛으로 밝혀 주

시는 주님의 부활의 빛의 예식이 있습니다. 말씀의 전

례는 원죄 이후 하느님께서 구원사업의 계획을 이스

라엘과 맺으시는 계약에 대해 구약성경을 읽으며 시

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읽게 됩니다. 복음 후 

교회는 어른 예비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름으로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 성야때 어른 

세례식을 행합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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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의 마지

막 주간인 성주간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지난 오 주간

의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

리의 삶을 조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새

로운 삶을 꿈꿔왔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고난의 역경을 딛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바로 

사순 시기의 궁극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성주간을 시작하며 그 희망의 클라이맥스로 

다가갑니다. 주님의 부활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면

서 우리의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지난 이 년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공포를 겪은 우리

로서 이번 부활은 더욱 크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

다.  

 

   아무리 무서운 바이러스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러

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바이러스보다 더 무

서운 것은 우리 사이의 욕심과 파괴적 미움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 사람의 욕망 

적 결정으로 힘없이 죽어간 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인

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아집에 갇혀서 세상을 보

게 될 때 세상은 왜곡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두근거리게 따듯한 진리의 말씀도 하느님을 모욕한

다는 억지 모함이 정당화됩니다. 수십 년간 이웃의 무

관심에 홀로 고통을 받던 환자를 치유해주시는 예수

님의 기적을 보고도 악마의 힘을 빌려 고쳤다고 폄훼

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

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는 옛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실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이해받기를 바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난하는 모습

을 봅니다. 항상 대결의 구도에서 경쟁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

의 모습이 세상은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

공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친 세상 풍파를 두려워하면서도 소위 사

회적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

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평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파를 

가르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조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사

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이

해해 주고 알아주고 안아주는 사랑이 더욱 우리를 행

복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이 던지는 돌을 온

몸으로 막아내십니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주십

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 위에 기꺼이 들어 올려지십

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적 욕망을 죽

이고 세상적 미움을 죽이고 세상적 아집과 오만을 죽

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오늘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

는 삶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

로하고 서로 감싸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불가능하다고 치부하기보다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으로 회개한 바오로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예수님

의 말씀이 모두 가능하다고 믿고 따르려는 삶을 그려

봅니다.  

 

   실패를 딛고……나약함과 약점을 딛고……이것이 

우리 본당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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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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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피정  

주제 : 겸손 

일시 : 4월 10일(오늘)  2:30 p.m.— 4 p.m.  

강사 :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2차 점검  

날짜 : 4월 24일(일)  

유아세례자 명단   

유아 세례자   대부모   

Alexander Timothy Chan  (Alexander) 
Han Ik Cho (Mattia) 
Young Boon Cho (Helena)  

Charlotte Regina Chan  (Regina) 

Timothy Chan Jr.  (Tim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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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4월 10일 

알 림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접수 : 사무실   

복사단 모집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부활 제대꽃 봉헌  

성물 서적 판매  

성삼일 전례 일정 및 시간  

 

 

 

 

 

 

 

 

 

 

 

 

 

 

 

 

 

 

 

 

 

 

 

 

 

·  

 

 

 

(특별헌금 은퇴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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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4월 10일 

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4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생활상담 

Forest Hills 구역  

반장 : 김준수 누까 (646) 243-8143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김영숙 오틸리아 자매님께서 경로의 날 행사  

음식 일체를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4월 17일(일) 2 p.m.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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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2구역 2반   

 

특별헌금  

Forest Hills 구역 (코로나 반) 

 

로사리오회 월례회  

Bayside 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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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골프대회 기부자 명단   

아시안 마트  $1,000 신용 조합  수건 140장  

예인 한의원  $1,000    

볼리비아 의료 선교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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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조배                     2022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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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목) 9:30 p.m. - 4월 1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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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의 모후 Pr. 
죄인들의 피난처 Pr. 다윗의 탑 Pr.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오규화 데레사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어머니 연합회  

Forest Hills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안민주 소피아  

1:00 – 
2:00 

울뜨레야, 성제회,  

성시회 

Flushing I ★오묘한 매괴 Pr. 
은총의 샘 Pr. 신비로운 장미 Pr. 
은혜의 바다 Pr.  

김인숙 카타리나  

2:00 – 
3:00 

성령기도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신자들의 도움 Pr. 
파티마의 성모 Pr. 구원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윤기춘 바오로 

3:00 – 
4:00 

대건회, ME부부 Whitestone ★순결하신 어머니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샛별 Pr. 

정미경 엘레나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담소 Fresh 

Meadows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바다의 별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이혜진 안나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소 후원회 

Bayside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증거자의 모후 Pr. 상아탑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순교자의 모후 Pr.   

전량선 막달레나   

6:00 – 
7:00 

한국학교,  

베드로회 

그외 지역 ★사도들의 모후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기쁨의 원천 Pr. 
기쁨의 샘 Pr. 

이해은 사비나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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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옥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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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4월 10일 







  

 For the Church all around the world following the 

Savior during Holy Week,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oples of all races and nations who seek to have 
peace, especially for those in the Ukraine and Russia,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 mental, physical, or spiritual 

anguis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spirit of penance, reflection, and gratitude dur-

ing these chosen day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gentle repose of the faithful departed.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April 10, 2022 

2nd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11 

Special Collection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Application due : Apr. 17th (Sun) [Easter Sunday]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
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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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7th (Fri) - June 4th (Sat)  

We are preparing for medical mission under the 
guidance of Father Andrew Kim. For donations,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Kim.   

Congratulation   
Three infants received baptism the last Sunday, 
Apr. 3rd. Please pray for Baptists and that they re-
ceive th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Baptist  God parents  

Alexander Timothy Chan  (Alexander) 
Han Ik Cho (Mattia) 
Young Boon Cho (Helena)  

Charlotte Regina Chan  (Regina) 

Timothy Chan Jr.  (Timothy)  

Holy Triduum Mass Schedule  

 

Bap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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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April 10, 2022 (Year C) No. 2575 

Who Is Your King?  

<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Holy Week starts with a solemn commemoration of the Lord Jesus’ triumphant entry into Jerusalem. While rid-
ing on a donkey, Jesus was greeted by people throwing their cloaks over the road, waving palm branches, and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Worried that such an outburst would at-
tract unwanted attention from their Roman rulers, the Pharisees were scandalized and told Jesus to tell his follow-
ers to cool it. Jesus responded, “If these are quiet, the very stones will cry out.” This means, the lifeless stones rec-
ognize he is the Messiah, so why don’t they? 
 
   On Thursday, while celebrating Passover, Jesus will institute the Eucharist as his living memorial. According to 
John’s gospel, on that night Jesus will rise from the table and wash his disciples’ feet, commanding us to do the 
same for one another. On Friday Jesus will be arrested, tortured, and condemned to death by crucifixion as an ene-
my of the state. The sign above his head would bear the accusation: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The 
I.N.R.I. on the crucifix is the Latin abbreviation “Iesus Nazarenes Rex Iudaeorum.) At his trial, Pontius Pilate 
asked the religious leaders if he should crucify their king, to which they repli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Throughout Holy Week, the different ceremonies in different ways will ask us: who is your king? Who is your Sav-
ior? Who is your Lord? And who is your God? You must answer, not just with your words, but with your lif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Palm Sunday 

Pro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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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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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