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9년 4월 28일(다해) 2418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김 정 윤 손 신 애 박 현 숙  Jayson Choi•Catherine Lee•Ted Park 

8시 미사 윤 정 애 정 봉 재  백 정 덕 차 충 재 James Mun•Suhyun Park•Jason Yoo 

11시 미사  박 의 진  조 민 교  이 성 희  한 경 수  Seo A Choi•Katherine Park•Edwar Oh 

6시 미사  신 은 혜 문 소 영  이 승 룡  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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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예물준비성가 
  

138번 
217번 

만왕의 왕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32번 
166번 

감사의 송가를 

생명의 앙식 

파견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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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김철희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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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 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공동체 소식                                                                                                                                  2019년  4월  28일 

넷째 주일 (4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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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4월 28일(오늘) Catholic Home Misions  

주일학교 휴교  

4월 28일(오늘) Health Fair 관계로 주일학교는 휴

교입니다. 학생 미사와 어린이 미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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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교리 강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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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일시 : 5월 19일(일) 1:30 p.m. 

장소 : 

주소 : 

참가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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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사목회 데스크 및 성당 사무실 

문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첫금요일 신심행사 및 종일 성체현시 성모님 상 거동행열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꽃 봉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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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예비자 교리 성소후원회 기도 모임  

일시 : 4월 28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대상 : 성소후원회 회원 및 모든 교우 

문의 : 정희애 마리아 고레띠 (917) 449-5621

일시 : 5월 5일(일)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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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활 예비자 교리반 

주일학교 초등부 첫영성체  

주일학교 초등부 첫영성체반 피정  

Health Fair  

주최 :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일시 : 4월 28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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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긍함 모금액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4월 2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공동체 소식 | ANNOUNCEMENTS                                                                                                  2019년 4월 28일 

생활 상담소  

6 

 

  

  

 

 

 

  

  

묵주기도 100만단   

4월 20일(일) - 4월 21일(토) 17,600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12,737단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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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5월 6일(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어린양의 만찬’ 교재로 남희봉 벨라도 지도  

신부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우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안영남, 문석현  

 

  

  
꾸리아 평의회  
일시 : 4월 28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전)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Bayside 구역 5반  

반장 : 신 젤마나 (646) 642-5858 

Forest Hills 구역  

반장 : 양기석 그레고리오 (718) 644-5455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4월 28일(오늘)  7 p.m.  성당 친교실   

5월 1일(수)  9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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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Announcements  4th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April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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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412,737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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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 Katharian Hyesung Hwang  
               (Bolivia Mission Coordinator) 
Tel : (347) 804-2684 

Special Collections  
April 28th (Today) for Catholic Home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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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Marriage Pre Cana 
Date: Sat., May 4th  
Time : 1:30 p.m. - 7 p.m.  

  
 That the Catholic Church may grow through con-

tinual proclamation of Christ’s victor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Divine Mercy may change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filled with hatred and conflict.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doubt may find faith in the One 
who was dead and now lives forever.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worship Jesus in the Eucharist with 
the words of Thomas, “My Lord and my God!”.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faithful departed may rise to share the 
glorious life of their risen Savior.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28, 2019 (Year C)  No. 2418 

 

Jayson Choi Matthew Choi Dylan Park John Sun•Nicholas Kim•Gerald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Katherine Kim•Monica Kim•Kyudam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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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16 (45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1:9-11a, 12-13,17-19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Sing with All the Saints in Glory  507 
Breaking Bread Communion The Eyes and Hands of Christ 

Dona Nobis Pacem 
517 
203 

Breaking Bread 

Offering 183 
Breaking Bread Closing Alleluia No.1 567 

Breaking Bread 

12:30 P.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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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s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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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s Mass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