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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130 번 예수 부활하셨네 

예물준비성가 
  

129 번 
340 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봉 헌 

영성체성가  
 

163 번 
157 번 

생명의 성체여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파견성가 139 번 알렐루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평화가 너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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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깁니다. 마태오 복음은 수석 사제들은 경비

병을 매수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루머

를 퍼트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오히려 누군가가 주님의 시

신을 훔쳐갔다고 베드로 성인께 보고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빈 무덤”은 부활의 

표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각 복

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공통된 점은 바로 혼

란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직면한 제자들의 첫 반

응은 바로 혼란과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

소에 당신은 대사제들에게 잡혀 돌아가시고 사

흘 만에 되살아 나신다는 사실을 수차례 예언하

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제자들은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즉각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여인들은 부

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겁

에 질려 떨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알

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

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믿습니

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에 

예수님 당신은 직접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식사

까지 같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믿음에 한

탄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고 선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어느덧 부활 3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비를 일상에서 잘 녹여내고 계시는지요. 매주 

주일 복음은 당연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인데 각 복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반응입니다.  

 

 4대 복음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3개의 공관 복음과 서술 형식

이 전혀 다른 요한 복음도 공통적으로 주님의 부

활의 표증으로 텅 빈 무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이는 모두 여인입니다. 마리

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의 등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신과 확

증의 이중성을 지닙니다. 고대 중근동의 문화적

으로 여인의 말은 공적인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즉 여인들이 증언하는 빈 무덤은 공적으로 그리 

믿을 만한 증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무덤의 형태는 석

회암을 파내어 관을 넣을 수 있게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인

들의 힘으로는 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

덩이입니다. 따라서 돌이 굴려져 무덤의 문이 열

리고 그 무덤이 텅 빈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

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덤 입구의 

돌을 누가 옮겼을까? 그리고 발견된 텅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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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미사  |  Mass 

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 복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게 직접 나타나시어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주

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놀라느냐? 어

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그리고 루카 복음의 부활에 대한 특이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

느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가슴 깊이 믿

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초개와 같이 자신들

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바칩니다. 이제 더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부활의 

관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죄의 용서를 위한 회

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

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 47

-48)”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삶의 승리 서곡입

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굴곡이 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부

활의 영광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확인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바

로 함께 더불어 일하고 먹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부처님

의 말씀)”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

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

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미사의 성찬의 전례를 통한 영성체의 순

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

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 숨쉼을 증언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

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살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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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강좌 안내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제3회 가톨릭 아버지 학교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참가비 : $150 
신청 마감 : 4월 22일(일)  

특별헌금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 

대상 : 예비자 봉사에 관심있는 신자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성전 카펫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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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초 수익금 전달  

청년 연합회가 부활절에 판매한 수제 비누의  

수익금이 $4,124.35 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아이티 꽃동네에 기부금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한울림 성가대원 모집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에 관심있으신 형제, 
자매님을 기다립니다.  
문의 : 지휘자님 (646) 823-6991 

성전 의자 수리 및 청소 

일시 : 4월 16일(월)  9 a.m. - 12 p.m. 
수리 및 청소 시간에는 성전 이용이 불가능합니

다. 당일 성전을 방문하시는 신자분은 오후 시간

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4월 19일(목) 
찬미 : 8:00 pm  &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축제 

일시 : 4월 29일(일)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성 프란치스코 집 개원 14주년을 맞아  

요셉회 후원 사업 (주일학교, 한국학교) 

요셉회 주체 주일학교, 한국학교 후원 상반기  

사업이 4월 8일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반기 후원 사업은 10월 본당 바자회 때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요셉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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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신앙의 세대 문의  

일시 : 매주 주일 9 a.m. -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미동북부 성령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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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배 성사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Date  Subject Instructor 

4/15/18  

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2018년 여름학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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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새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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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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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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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4월 15일(오늘) 2 p.m.  
꼬미시움 평의회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3반 

간호사회 월례회  

Whitestone 구역 1반 

Long Island 구역 5반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울뜨레야  4월 15일(오늘) 1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1반 

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  

 김남준, 안영남, 전대영 

 

  

  

생활 상담소 격월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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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회 월례회 4월 21일(토) 7 p.m. 성당 친교

하상회 월례회 

Bayside 구역 4반 

Bayside 구역 3반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4월 15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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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 Paul  재  정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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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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Sunday of Easter  
  
 “We bear witness to God’s raising of Jesus from the 
dead.” A witness experiences facts and tells the truth. Je-
sus explained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oday 
truth demands that i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that 
those who repent are forgiven. Credibility differs: some 
are trustworthy, others are not. Becoming credible wit-
nesses takes practice. Today you witness the paschal m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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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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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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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a Cruz,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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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irs and Cleaning of Church Chairs  
Date : April 16th (Mon)  

Time : 9 a.m. - 12 p.m.  

Please avoid to visit the church at the cleaning hours.   

Date : Fri, May 25th – Mon, May 28th 

Grade : 10 - 12th grade (who received Confirmation) 

Cost : early registration by April 29th -  $75/student  

Registration : form available in the office 

Contact : Clara Pyo (201) 647-8812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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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help its members to become closer to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who teach in the Church will remain faithful to the Gospel of peace, repentance and 
forgive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worldly leaders of government and business will work together to provide food, employ-
ment, a clean environment, and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understand Christ had to suffer to show God’s love and rose on the third day to show 
God’s mercy,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Three Steps to Holiness 

       Weekly Homily                                                                                                                                                                April 15 , 2018 

 How is it the Bible remains the best selling book of all time, yet the world is in such a mess? 
 
 The Bible alone cannot solve the world's problems, any more than possessing a bottle of aspirin au-
tomatically cures a headache. It does little good to own a Bible, but never read it; or to read the Bible 
but not understand it; or to comprehend its message, but not put it into practice. Too many Christians 
think owning a Bible by itself will solve their problems. 
 
 They are like people who pound their heads with a hammer and then complain of having a headache. 
Stopping unhealthy habits and behavior is only Step One. Step Two: having the right medicine. But 
simply having aspirin won't automatically cure a headache. Step Three: you must take it according to 
directions and let it become a part of you. 
 
 The same holds true for the Bible, especially the Gospel, prescribed by the Divine Physician. Read it 
every day. Digest it through prayer, and LIVE IT in your daily life. The world may not improve right 
away, but you will.  

Pope  John Paul 

II 



  

3rd Sunday of Easter                                                                                                                       April 15, 2018 (Year B)  No. 2363 

 

Philip Moon Andrew Oh Matthew Choi Mina Kim Daniel Lee•Eric Kim•Mina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HyunJin Choi•Seo A Choi•Alice Choe 

Responsorial Psalm    ◎ Lord, let your face shine on us.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3:13-15,17-19 (47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2:1-5a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174 
Breaking Bread Communion The Supper of the Lord 

Miracle of Grace 
354 
359 

Breaking Bread 

Offering Alleluia! Love Is Alive 160 
Breaking Bread Closing We Belong to You 643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174 
Breaking Bread Communion Let us break bread 

Jesus, You Love us 
320 (BB) 
208 (CM) 

Offering 
You are always with Me  

We are very Thankful 
233 
138 

Children’s Mass 
Closing Alleluia No.1 107 

Children’s mass 

“Peace be with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