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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예물준비성가 
  

220번 
512번 

생활한 제물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7번 
498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입당송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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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다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제

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 34-35)” 

 

 가장 믿는 12 제자 중의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

하고 곧 다가올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사랑의 계명을 줍니다. 한탄이나 원망이 아

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비극은 증오의 복수가 아

니라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진

리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함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

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15: 1-2) 포

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가지인 우리가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당신

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특유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나다.(I am.)” 또는 “나는……(I am……)”

표현입니다. 모두 7번의 “나다 (I am)” 중의 일

곱 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는 탈출기 3장 14

절의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야훼 

즉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am.)”라고 알려

주시는 데, 바로 그 이름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

님의 신성, 즉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음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시작을 창조 

이전의 “태초”로부터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말

씀으로 세상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으며 그 말씀

 예전에 롱아일랜드 프리포트의 동기 신부 본당

에 놀러 갔다가 동네 산책을 하던 중 어느 햇볕이 

잘 드는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정문 

옆에는 포도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시원한 그늘

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서 쉬면서 

책 읽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니, 그 신부가 말합니

다. “지금 주인은 예전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나

무를 가꿀 줄 몰라. 저기서 나는 포도는 이제는 

신 포도라 못 먹어”라며 퉁명스레 답합니다. 예

전 주인이 신자였는데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포

도가 언제나 맛있었다고 말하며, 저렇게 가지가 

풍성하면 포도가 햇볕을 못 쐐서 당도가 떨어지

고 신맛이 강해진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늘을 만드는 식물이 아니라 과실

을 먹는 과실나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늘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등나무가 훨씬 실용적

일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으면 가는 길도 잃

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를, 등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때 그 존

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입니다. 이는 13장에서 17장까지의 고별 수훈의 

중간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최후

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

기십니다.  

 

 고별 수훈의 첫 부분인 13장은 예수님께서 발

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후

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당신을 팔아버릴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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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unity which comes from believing that 
Christ is the true vine so that He may draw all 
Christians to his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peace of which God gives us may 

spread through nations involved in war, terror-
ism or inner turmoil,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hope and forgiveness which comes 

from the risen Lord may strengthen those who 
are pruned by suffering of body or min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grieving and lost in sorrow, 

that they remember that we all will be reunited 
at the Lord’s banquet one da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meeting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that the discussion 
will lead to peace and unity without the help of 

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줍니

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

니다. 이는 당시에 만연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절

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

(Gnosticism)에 반하여 그들 특유의 어투를 쓰

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가장 낮

고 어리고 못 배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심을 

즉 ”사랑”에 의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는 다른 

복음과 다른 면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성모님의 잉

태로써 세상에 오십니다. 반면에 가장 처음에 쓰

여진 복음으로 알려진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생략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생략

되고 세례자 요한의 예언과 세례자 요한으로부

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

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끝날에 부활할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들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제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게 당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당신

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

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고 약

속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이미 13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

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

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

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그 사랑은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제자

들의 발 씻김 예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겸손이며 배려입니다. 나아가 용서

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유와 질

투와 집착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입

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온전한 자신을 찾고 계발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하느님 말씀의 중심이며 가지

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며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듣기에도 참 뿌듯

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

어질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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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특별헌금 

4월 29일(오늘)  Catholic Home Mission  

2018년 여름학교 등록 

일시 : 4월 29일(오늘)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은혜의 밤 

날짜 : 5월 19일(토) 7 p.m. - 10:30 p.m.  
          5월 20일(일) 3 p.m. - 9 p.m.  
장소 : 성전 (참가비 : $10) 
주체 : 성령기도회  
신청문의 : 김흥순 데레사 (347) 453-8197 
꽃동네 아이티에 계시는 정창용 타데오 신부님

주일학교 CRS Rice Bowl 수집 

지난 사순기간동안 주일학교에서 모금한 이웃돕

기 저금통을 수집합니다. 아직 주일학교에 보내

지 못한 가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주일학교로 보

St. Paul 의료 선교 기금 모금  

모금일 : 5월 6일(일) 
의료 선교팀에서 5월 25일(금)부터 6월 2일(토) 
일정으로, 김문수 신부님의 지도하에 볼리비아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현지에서 수술과 병원 치료

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모금을 합니다. 신자분들

의 따뜻한 정성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문의 : (718) 887-6702 

부활반 영세자 첫고해  

성모님 상 거동행열 

일시 : 5월 6일(일) 2 p.m. - 4:30 p.m. 
St. John Vianney Church에서 출발하여 본당 경유

주차 금지  

.

가톨릭 평화신문 창립 30주년 감사미사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5월 4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책임지고  

1시간 동안 성체 앞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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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강좌/피정 

혼배 성사  

2018년 제11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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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혼식, 금혼식 신청   

대상 : 
            60주년 (1958년 결혼), 그 이상 되신 부부 

문의 :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세례식  

날짜 : 5월 6일(일)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견진성사 피정  

일시 : 5월 12일(토)  성전   

가르멜 영성강좌  

 

이냐시오 영성 8박9일 침묵피정 

일시 : 6월 17일(일) - 6월 25일(월) 
주제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강사 : 신원식 요한 신부님 (예수회) 
장소 : 로욜라 피정의 집 (뉴저지) 
문의 : 노 헬렌 (646) 427-8211 
            백 데레사 (646) 354-3959 

성당 발전기금 기부  

 

2017년도 교무금 내역서 발송  

 

주일학교 견진성사  

일시 : 5월 13일(일)    
견진성사 관계로 학생 미사가 12:30 p.m. 으로,  
어린이 미사 시간이 9:30 a.m. 으로 변경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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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Meadows 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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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상담소 

5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이종근 

 

  

  

한울림 성가대원 모집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에 관심있으신 형제, 
자매님을 기다립니다.  
문의 : 지휘자님 (646) 823-6991 
        대장님 (347) 840-2478 

세계 청년 대회 World Youth Day in Pana-

ma  

교황님과 함께하는 세계 청년들의 축제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날짜 : 2019년 1월 21일(월) - 1월 28일(월)  
대상 : 18세-35세 청년들 

장소 : 파나마 시티 (Panama City) 
참가비 : $2,428(항공, 교통, 숙식 등 일체포함) 
신청비 : $700 (1차), $1,000 (2차),  
               나머지는 기금마련으로 충당 예정 

신청서 : 사무실 

신청 마감 : 5월 31일(목) 
지도 신부 : 황필구 요한 신부님 

Flushing 2구역 1반 구역미사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장 : 김우영 세실리아 (347) 435-6261 

구역분과 회의  

5월 1일(화) 8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단체장 회의  

5월 2일(수) 9 p.m.  성당 친교실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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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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nd Why) God Prunes Us 

5th Sunday of Easter  
  
                                           By Fr. Joseph Veneroso, M.M.  
 If you have a grape vine and want sweet, edible 
grapes, you have to the vine every spring. If you 
don’t cut back the long branches, not only will they 
grow out of control, but the grapes will be small and 
inedibly sour. So as painful as it might be, branches 
have to be sacrificed. 
 
 God prunes us as well. Whenever we fail, suffer a 
setback or loss, it seems painful at the time, but this is 
God’s way of preparing us for sweeter things than we 
had hoped for or imagined. For years I thought I 
wanted to be a Franciscan friar. But after I applied 
and took tests and went on vocation retreats, to my 
shock, sorrow and surprise, they didn’t accept me. 
Rejection is always painful. How much more if we 
think God is the one rejecting us. 
 
 Ah, but God had better plans for me. I joined the 
Peace Corps and taught English in Korea. There I ran 
into a Maryknoll missioner and felt perhaps God 
wanted me to become one as well. I applied and this 
time I was accepted. Looking back, I can say it was 
because God pruned me with rejection that today I 
am with all of you here at St. Paul’s. 
 
 Trust in God to do what is best for you. You may 
lose a job or a family member or flunk a class or not 
get accepted into your first choice of college, but this 
will all turn out for the best. As St. Paul “All things 

Sunda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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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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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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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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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S Rice Bowl Collection  
During the 2018 Lenten Season, we’ve collected money 
for our neighbors in need. If you haven’t given the Rice 
Bowl to Sunday School teachers, please send it asap. 

Date : Saturday, May 12th 
Grade : 9th            
Time : TBA 
All students who are receiving confirmation on Sunday, 
May 13th must attend.  

Due to the Confirm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re will be a mass change. The elementary Sunday 
school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Confirmation 
mass will be at 12:30 p.m.  

We are looking for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teachers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Sr. 
Han at 718-321-7676. 

Date : Sunday, May 13th 
Time : 12:30 p.m. Mass   

Universal Prayer is on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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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Sunday of Easter                                                                                                                       April 29, 2018 (Year B)  No. 2365 

 

James Mun Jerry Lee Jasmine Lee Jayson Choi Seo Yeon Choi•Dylan Kim•Kevin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Matthew Choi•Jasmin Lee•Chloe Lee 

Responsorial Psalm    ◎ I will praise you, Lord, in the assembly of your people.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9:26-31 (5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3:18-24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Now the Green Blade Rises 182 
Breaking Bread Communion How Great Thou Art 

One Lord 
425 
649 

Breaking Bread 

Offering River of Glory 651 
Breaking Bread Closing All the Ends of the Earth  549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Alleluia No. 1 107 
Children’s Mass Communion You are Present  175 

Children’s Mass 

Offering Let us Sing  203 
Children’s Mass Closing Jesus Lives! 110 

Children’s Mas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