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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 부활도 마찬가집니다. 

매년 이맘때면 습관처럼 지내는 40일간의 전례와 그 

끝에 맞이하는 부활절.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입

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미사 참례하고 어

쩌다 솔깃한 강론에 잠시 가슴 뛰며 위로받는 주일과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사이를 오가며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도 허영이 되고 평화도 사치

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매해 똑같은 삶의 모

습입니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설

렘입니다. 그 설렘은 바로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

로도 가슴 벅차게 기쁘고, 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간

다는 것도 힘이 됩니다. 매일 보는 얼굴에 매일 듣는 

투정들이 지겹고 화가 날 때도 그 얼굴에 미소라도 

띠면 좋고, 그 투정 속에 고마움이 배어 있음을 발견

하면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설레고 행복할 것입

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려는 마음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은 특별함이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고목나무에도 봄 싹은 트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움

이 생깁니다.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

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삶의 힘입

니다.  

 

 또 어떤 때는 부활은 평범함이 아니라 극적인 비극 

속에서 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 성주간을 시작하며 프랑스 파리의 노

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쓸려 전 세계의 이목을 집

중시켰습니다. CNN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화재

의 현장을 차마 보지 못하고 TV를 끄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 거리고, 뉴스를 듣는 것 조차 거북하였

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성주간에 가톨릭 

신앙의 역사가 깃든 성당이 불길 휩싸였는가?  

 

 물론 노트르담 성당은 작게 보면 파리 사람들의 자

랑거리이고 프랑스의 자부심이고 역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당은 또한 우리 가톨릭 신앙의 자랑거리

이며 자부심이고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그 성당을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로 구

경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부활

하신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우리 신앙의 증거이며 본

보기 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신비의 성삼일을 앞둔 

시기에 화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한 분주한 기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알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봄이 되어 봄에 관한 시를 찾다 마치 내 맘속을 들

어갔다 놓은 듯한 시구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곳”

이라는 문정희 시인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그래도 지난주 ‘하상회’ 회원들이 성당 주변을 돌며 

팬지와 임페이션스 꽃을 심어서 그런지 훨씬 봄 스럽

습니다. 봄스러움은 역시 새싹과 꽃일 것입니다. 죽은 

듯 한 가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자연의 신비에 

경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무

미건조한 삶에 생기가 돋고 새로움이 가득 찬 기쁜 삶

을 기대하며 새싹 돋는 나무와 꽃을 부러워합니다.  

 

 시인도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

다 작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씻어 헹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

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그리고 또  창백한 고

목나무에도/ 일제히 눈펄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누

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봄을 느끼기 위해 “그곳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라는 바램은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저 평안한 일상을 바라며 무탈하기만을 바라는 우

리의 마음에 봄은 오는가?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구

절도 이를 대변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그저 “한여름 밤의 꿈”같은 바람일 뿐입

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봄을 믿

는 이들에게 설렘을 선사합니다. 그 설렘은 가장 평범

함 속에서도 커다란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설렘은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

함을 자세히 바라보며 그 미세한 차이와 다름을 발견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일상의 

무미건조함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봄은 바로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비로서 특별함이 됩니

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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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진압되고 들려오는 소식은 불행한 순간 속

에서도 빛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성당을 최대한 지

키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살신의 노력과 유물을 보호

하기 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대부분의 유물을 구해내고 성당 건물의 주요 

부분을 화마로부터 구해낸 신앙의 인간 승리의 현장

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슬플 때 위로의 가치를 알게 되며, 가

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희망이라는 친구가 언제나 곁

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

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여 과거에 머물며 

아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면

서도 다시 채울 것을 계획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에 가깝습

니다.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 삶을 꼭 움켜쥐고 살아갑니

다. 그래서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한 잃지 않기 

위해 움켜쥔 것 이외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바보 같

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힘든 삶을 원망합니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직도 남은 것에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바라

보며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당부합니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 고통 속에서도 야유하

는 군중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죽음에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

게 갈릴레아에서 기다리시며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와 성령을 주시며 세상으로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불평하며 화를 내지만 내일

을 준비하는 데 약합니다. 그저 불안과 고통속에서 

내일로 떠밀려가는 부평초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잃지 

않으려고 꼼짝 못하고 움추리며 집착하는 지도 모릅

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기뻐하

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기뻐하십시

오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빈 자리에 새 것을 채울 계획

을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옛날 마리아 막달레나와 동료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었

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트르담의 성모님은 화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과 아픔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실의 어제를 기억하며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

니라,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며 오늘의 아픔을 극복하

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주검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

라 삶의 증거인 것처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움켜쥐고 견디어 내는 무한 반복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움켜쥔 삶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하고 움츠린 삶을 살게 합니다. 무

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도하지 않은 게

으름의 행복이 아니라 익숙한 편안함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도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프란시스 교황님은 지난 목요일 성유축성 미사에서 

신부들에게 말합니다. 신부의 손은 단지 거룩한 성유

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병자 성사나 세례 때 성유를 

도유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와 상처와 걱정까

지 우리 손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치유와 

구원의 삶은 깨끗하고 고고한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

라 더러움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삶이며 가장 낮은 곳

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안일한 삶을 바라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러나 내

일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설레는 삶이 기다

립니다. 바로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모두가 낯익은 작년의 것들”이 아니라 설레는 봄처

럼…우리는 삶의 기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솥에다/ 쌀을 씻어 헹구고 있는 사이/ 보

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

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기쁨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과 빈 손이 희망의 이유입니다.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올 것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

리 주님처럼……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콜로새

서 3:1) 



주님 부활 대축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공동체 소식                                                                                                                                  2019년  4월  21일 

셋째 주일 (4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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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4월 21일(오늘) Retired Priests 
4월 28일(일) Catholic Home Misions  

유아 세례자 명단  

2019 제12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1일(월) - 7월 13일(토)  
지도 신부 : 황필구 신부님 (베이사이드 성당) 
장소 :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요금 : $2,200  (마감은 4월 30일(화)까지 입니다.)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성인 견진교리반 개강  
날짜 : 5월 1일(수) - 6월 5일(수)    
매주 수요일 8 p.m. 신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성당 밴 드라이버 구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성당 밴을 운전할  

드라이버 봉사자를 급히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일시 : 5월 19일(일) 1:30 p.m. 
장소 : 
주소 : 
참가비 : $100  

베드로회 부활꽃 판매  

일시 : 4월 21일(오늘)  
문의 : 강용일 바오로 (917) 805-2166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 전 9일기도  

혼인교리 강좌 안내 

주일학교 휴교  

4월 28일(일) Health Fair 관계로 주일학교는 휴교

입니다. 학생 미사와 어린이 미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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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air  
주최 :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일시 : 4월 28일(일)   9 a.m. - 1 p.m.  
장소 : 제2교육관  

문의 사항 : 송지연 율리안나 (347) 610-4352  

St. Paul  의료 선교 기금 모금  

모금일 : 5월 5일(일)  
모금 시간 : 8 a.m. & 11 a.m. 미사 후 성전 앞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날짜 : 4월 25일(목) - 4월 28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봉사자 : 홍정순 데레사, 조은경 막달레나 

수강자 : 

일시 : 4월 28일(일)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신입 복사단 모집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8학년  

        

교육기간 : 5월 4일(토) - 6월 1일(토)  
                   (불참 시 입단할 수 없음)  
교육시간 : 1:30 p.m. - 2:30 p.m. 
입단식 : 6월 2일(일)  11 a.m.  미사 중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축하합니다.  

지난 4월 6일(토) 열린 제35회 미동북부 한국어 

동화 구연 대회에서 14개 학교 대표로 참가한 23
명 중 이보나, 신성희 학생이 금상과 은상을 받았

습니다.  축하합니다! 

루가복음,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반 : 10 a.m. - 12 p.m. 
          날짜 : 5월 8일(수) - 7월 3일(수)    
화요 저녁반 : 8 p.m. - 10 p.m.  
             날짜 : 5월 14일(화) - 6월 25일(화) 
문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2019년 달력 

2019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4월 28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도네이션  

생활 상담소  

 김남준, 안영남, 문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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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청소년 성령 피정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10학년 - 12학년  

날짜 : 5월 24일(금) – 5월 27일(월)    
시간 : 금요일 6 p.m. - 월요일 3 p.m.  
장소 :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 Neck Rd, Huntington, NY 11743 
문의 : David Yoo (646) 541-5748

일시 : 5월 5일(일)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어머니 연합회  

4월 21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꼬미시움 평의회  

4월 21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4월 28일(일)  2 p.m.  성전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4월 28일(일)  2 p.m.  친교실    

날짜 : 5월 25일(토) - 5월 27일(월)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주소 : 2117 Foute 4 Eastbound, Fort Lee, NY 07024 

 

  

  

 

  

  

묵주기도 100만단   

4월 7일(일) - 4월 13일(토) 29,234단 

누적 봉헌 단수 총 395,137단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 특별 강론 및 미사  
부활의 기쁨과 함께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의  

특별 강론과 감사 미사가 있습니다.  
날짜 : 5월 1일(수)   7 p.m.  
장소 : NJ 가톨릭 센터 (펠리사이드 팍)  

.   

복사단 모임  

4월 27일(토)  1:30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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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Www.yesnewyork.com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원장 안 토마스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2019 Marriage Pre Cana 
Date: Sat., May 4th  
Time : 1:30 p.m. - 7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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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 Our praise word has been silent for forty 
days. Alleluia means “Praise Ye, Lord,” and we sing 
it out in joyful trinities today. Praise is as common to 
our liturgical life as petition, but we tend to over 
look it. The eucharistic prayer at the heart of the 
Mass is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which 
teaches us something about the order of such prayer. 
Praising God is naturally followed by litanies of rea-
sons flowing from grateful hearts. Our responsorial 
psalms, interspersed throughout the Easter Vigil and 
sung at every Mass, dance with the opportunity to 
give praise to the One who keeps all promises.  

12th 2019 Bolivia Mission  
Date : Jul. 1st (Mon) - Jul. 13th (Sat) 
Where : Santa Cruz, Bolivia  
Who : 9th Grade to 12 Grade and Adult  
Cost : $2,200 (Registration fee : $200 - not refundable) 
Due : Apr. 30th (Tue) 
Contact : Katharian Hyesung Hwang  
               (Bolivia Mission Coordinator) 
Tel : (347) 804-2684 

Special Collections  
April 21st (Today) for Retired Priests 
April 28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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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date of  application : April 30, 2019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Elizabeth Jung (646) 286-4328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2019 St. Paul Summer Camp  

Students : Pre K - 5th Grade 
Period : July 1st - August 16th (7 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 
Tuition :  
  Early Registration : April 13th - May 12th - $1,160 
  Regular registration : May 13th - June 15th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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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for Youth, will be 
hosting its annual Life in the Spirit Retreat. We invite 
high school students for an inter-church retreat to 
learn about the Holy Spirit and living a life of prayer 
and community. Churches participating include, 
Queens, Bayside, Great Neck, Long Island, Brooklyn, 
Woodside.  
Date : Fri, May 24, 2019 - Mon, May 27, 2019  
Location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Grade : 

Registration : Form available in the office  
Contact : David Yoo 646-541-5748 
E-mail: duraeteam@gmail.com  

Congratulation!  
Eugene Bae (Eugene), Joseph Bai (Joseph), Ella Yoori  
Kim (Eugenia), Hah-Uhm Park (Samuel), Brian Junhee 
Seo (Daniel), Jihwan Sol (John the Baptist)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April 14. 

Sunday School Closed  
On April 28, the church will have a Health Fair. Only 
Sunday School will be cancelled that day.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For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that, like Saint Peter, he may continue to lead the Church 

in witnessing to the joyful truth of the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God: that they may “look for the things that are in 
heaven,” and be Christ’s witnesses in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unjustly deprived of their liberty: that they may draw fresh hope of freedom from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family of God, gathered here in Easter joy, that we may bear witness to the risen 
Christ and reflect him in our lives.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sick, bereaved, etc., special projects or event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died, that they may rise to eternal life in Christ.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Day That Changed The World  
<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 

Weekly Homily                                                                                                                                                              April 21, 2019 

 The trouble with Easter is we hear, say, and sing, “Alleluia! Jesus is risen!” so often we don’t really 
let the full effect of that extraordinary message penetrate, permeate and transform our lives. The night-
mare of Jesus’ crucifixion left the disciples in shock, overcome by grief and paralyzed by fear that 
they would be next to be executed. The women waited in agony for the Sabbath to end so they could 
go to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with spices to give the corpse of Jesus a proper burial. When they 
saw the stone rolled away, their hearts sank when they realized it was empty and they thought the 
worst: someone had stolen Jesus’ body. 
 
 Mary Magdalene wept outside the tomb, unable to contain her grief. “Woman, why are you weep-
ing?” she heard through her sobs.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and knowing the tomb was bor-
rowed, she presumed he had taken the corpse away. Only when she heard her name, “Mary” did she 
recognize the voice: Jesus, her Lord, lives! Of course, the disciples did not believe her incredible 
news. She was a woman, after all: emotional, prone to imagining strange things. Peter and John ran to 
the tomb and saw it was indeed empty. But as the gospel records, “Him they did not see.” It was only 
after they personally experienced the presence of the Risen Lord did they realize Mary told the truth. 
Everything was now different; everything was now new. 
 
 And so it is with us. The incense, the flowers, the alleluias are nice but they cannot substitute for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alive, here, today, with us. Take some time to be alone with the gospel 
story of the Resurrection. Let the realization go deep into your heart: Jesus is truly risen. If you accept 
this truth, joy will overflow from deep within you. And your life will change, just a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anged the world 2,000 years ago.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April 21, 2019 (Year C)  No. 2417 

9:30 A.M. MASS 

Opening          Jesus Christ Is Reisen Today  160 
Breaking Bread Communion 

175 
168 

Breaking Bread 

Offering Jesus Is Risen 179 
Breaking Bread Closing Alleluia! Alleluia! 167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This Is the Day 106 
Children’s Mass Communion Jesus Is with Us 259 

Children’s Mass 

Offering Go Before Us 224 
Children’s Mass Closing Easter Alleluia  108 

Children’s Mass 

 

Irin Cho Joshua Shon Songyee Kim 

Responsorial Psalm    ◎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or ◎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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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부활 성야 미사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김 신 화  정 춘 홍  

11시 미사  최 혜 숙 서 병 권 이 유 경  이 병 님  

6시 미사  신 은 혜  문 소 영  최 유 승  왕 은 희 

입당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준비성가 
  

136번 
133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부활 송가 

영성체성가  
 

131번 
139번 
129번 

찬미 노래 드리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노래하자 

파견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