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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이 태 희  박 명 숙  최 미 화  Katherine Park•Jaycee Choi•Monica Kim 

8시 미사 김 수 진  이 재 명  윤 수 연 이 청 일  Eric Kim•Regina Lee•Gianluca Flumiani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유 경  박 해 성  Mina Kim•Ethan Lee•Yule Bae 

6시 미사  신 은 혜 왕 은 희  김 남 효  문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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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준비성가 
  

137번 
216번 

부활하신 주 예수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78번 
197번 

성체 앞에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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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어느새 부활 3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제관 앞 

나무들의 나뭇잎은 제법 푸른 빛을 드러내며 봄 햇살

을 즐깁니다. 그런데 사제관 구석에 있는 대추나무는 

마치 겨울 추위에 죽은 양 아니면 아직도 겨울인 양 

앙상한 마른 가지가 어수선하게 하늘을 찌릅니다. 그

래서 죽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주 작게 눈이 

터서 파릇한 싹이 나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참 게

으른 녀석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봄의 햇살이 점점 가

까워지며 세상은 화려한 꽃으로 파란 잎으로 덮이고 

분주한 삶이 가득해집니다. “정말 부활이구나!” 하는 

실감이 납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빈 무덤” 

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차린 제자 요한이 있는가 하면 

굳이 확인한 다음에야 믿겠다던 토마스도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같

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같지만 다

르게 살아갑니다. 빠른 이가 있고 느린 이가 있습니

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성격

이고 방식입니다.  

 

 빠른 장점과 단점이 있고 느린 장점과 단점이 있습

니다. 빠른 이가 느린 이를 보면 답답하지만, 또 느린 

이가 빠른 이를 보면 정신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마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마간산처럼 깊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느린 삶을 일부러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노동에 지친 몸을 운동으로 

기력을 회복하듯이 말입니다.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린 것이 답

답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복음 (요한 21: 1-19)의 모습은 좀 다른 상황이

지만 참 느리게 흐르는 강물처럼 느릿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의 복음 21 장은 사실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장 20장의 마지막 30-31절이 마치 복음의 마지막 같

은 끝맺음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

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

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며 “다 읽었구나.”하고 생

각 하는 데 생경하게 다음 이야기가  더 있는 것을 발

견합니다. “이 건 또 뭐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

다.  

 

 성서 학자들 부활 후의 예수님의 갈릴래아 이야기

를 부록처럼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 설명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락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성령”과 “평화”를 주며 마지

막 교훈, 용서와 화해를 부활의 의미가 되며 이는 성

령을 통해 가능하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이며 

의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21장을 덧붙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화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서 모진 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다음에야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 통곡을 합니

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울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

숨을 끊어버린 것에 비해, 베드로의 통곡은 바로 통

회의 울음이며 화해의 울음입니다. 부활하시고 다락

방에서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 통곡

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인이 교회의 수장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많은 이들이 의문을 던지고 더 명확

한 설명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 장 갈릴

래아 이야기가 증편되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화해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성령과 평화를 

주시며 세상 구원의 권위를 주셨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출발점인 갈릴래아로 돌아옵니다.  

 

 갈릴레아에서 답답함에 시간을 보내려 고기 잡으러 

나가도 역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들린 목소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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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또 곧바로 알아

차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하고 알려줍니다. 

 

 여담으로 이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

이 잡히 물고기의 수는 153 마리였습니다. 루카 복음

의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지만 몇 마리라고 물

고기의 숫자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숫자153을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려

고 하였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많이 잡혔다는 사실 표현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2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기를 잡

고 뭍으로 올라온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일어납

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준비를 하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예

수님이 아니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

니다.  

 

 찾아가실 때는 아직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고 이

제는 제자들에게 성령과 평화를 주며 그 구원의 권위

를 주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저녁을 차려놓고 온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는 

식구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자상한 예수님의 모

습이 정겹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12)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

다. 그리고 식사 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곧바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 라고 답합니다. 이에 

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

드로는 섭섭해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

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은 바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를 용서하시

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내 양들을 돌보아

라.” 라고 당부하며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한 죄

인입니다. 그 죄인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적인 감정은 그리 쉽게 용

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

고 고백하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단죄

하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는 부활의 열쇠입니다. 용서를 통한 화해는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어 처음 제

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하신 말씀은 성령과 평화이

며 그 성령과 평화로 용서의 중요함을 알려주시고 용

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

고 화해하시며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십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치유

자가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따라서 어떤 이의 말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당

신보다 낫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죄인이지만 회개

하며 겸손되이 주님께 다가가려 노력하는 사람입니

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읽어보면 상황이 참 느리게 흘러갑

니다. 아무도 조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순

간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순간

을 맞이하고 천천히 관찰합니다. 그 관찰은 평소에 하

지 않던 잡은 물고기를 헤아립니다. 백쉰세 마리. 

 

 베드로와의 화해도 예수님은 급하게 하지 않습니

다. 천천히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잘못을 따

지지도 않으시고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

합니다. 급하게 한번이 아니라 천천히 세 번을 확인하

시며 화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

라.” 명령하시며 당신의 제자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좀 느리면 좋겠습

니다. 너무 “빨리 빨리”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그려봅니다.  

 

 봄이 오는 소리에 성급하게 언 눈을 비집고 피는 크

로커스도 예쁘지만 “느려터진(?)” 대추도 예쁩니다. 

이렇게 느리게 싹이 돋아도 가을이 오면 맛있는 대추

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 명령하시지만 빨리 따르라

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시간이 있

기 때문입니다. 



부활 제3주일  

하느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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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5일(오늘)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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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복음,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반 : 10 a.m. - 12 p.m. 

          날짜 : 5월 8일(수) - 6월 26일(수)    

화요 저녁반 : 8 p.m. - 10 p.m.  

             날짜 : 5월 14일(화) - 6월 25일(화) 

장소 : 성당 친교실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묵주 

신청 : 사목회 데스크 및 성당 사무실 

문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성모님 상 거동행열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St. Paul  의료 선교 기금 모금  

모금일 : 5월 5일(오늘)  

모금 시간 : 8 a.m. & 11 a.m. 미사 후 성전 앞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Health Fair 보고  

Mather’s Day 카네이션 꽃 만들기  

본당 야외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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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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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요셉회 피정  

도네이션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5월 12일(일)  12:30 p.m. 제1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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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4월 21일(일) - 4월 27일(토) 20,545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33,282단 

날짜 : 5월 25일(토) - 5월 27일(월)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주소 : 2117 Foute 4 Eastbound, Fort Lee, NY 07024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Forest Hills 구역  

반장 : 양기석 그레고리오 (718) 644-5455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단체별 회의 및 알림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하상회 월례회  

일시 : 5월 11일(토)  7 p.m.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일시 : 5월 12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5월 12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일시 : 5월 15일(수)  8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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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Sunday School  

Announcements  1st Sunday in May      

Announcements                                                                                           May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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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43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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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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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h Grade Confirmation Parent Meeting 
Date : Sunday, May 19th  
Time : 1:30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High School YG Praise Night  
Grade : 9th –12th Grade 
Date : Friday, May 17th  
Time : 7:30 p.m. - 9:30 p.m.   

JHS 6th-8th Club Getaway 
Date : Saturday, May 18th 
Address : 59S Kent Rd, Kent, CT 06757  
Deadline : Sunday, May 12th  
Fee : $100 
Must arrive to church at 6:30 a.m.  
Pick up at church at 6 p.m.  
Registration forms are in the office  

Memorial Weekend  
 No Korean School on May 25th 
          There is NO Korean School on May 25th (Sat). 
 No Sunday School on May 26th  
          There is NO Sunday School on May 26th (Sun) 
 Church Office Closed on May 27th 
           Monday morning Mass is still scheduled.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7th) 
May is the month of blessed virgin Mary. We will have 
a prayer’s service honoring her on May 7(Tue) at 8 p.m.  
Please bring your rosary.  

Collection for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5th (Today)  
From May 24th(fri) to May 31st (Fri)  
The Medical Mission Team will go to Bolivia under the 
guidance of Fr. Andrew Kim.  
We need to raise money for those who need surgery 
and hospital treatment in the local area.  
Collection will be at the front of church.  
Thank you for your warm heart and prayers.  



  
 That the Catholic Church may grow through conti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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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y 5, 2018 

  Peter felt like a failure as a disciple, probably because he was a failure as a disciple. After all, not 
only had he deserted Jesus in his hour of need, he denied knowing him—three times! In Middle East-
ern cultures even today, if a man publicly declares to his wife three times “I divorce you. I divorce 
you. I divorce you” the marriage is over and the relationship ended. Thus, what Peter did was publicly 
declare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Jesus was finished. So what does Peter, the failed disciple, 
do? He goes back to doing what he did before Jesus called him: he goes fishing. Only one problem: he 
even failed at this! 
 
  Suddenly there was Jesus on the shore—cooking breakfast! He commanded Peter to lower his net 
on the other side of the boat and this time he caught 157 fish. The number represents the number of 
nations in the world. Perhaps this was Jesus way of telling Peter to seek converts among the nations 
instead of just among the Jews. But there still remained Peter’s failure s a disciple. So Jesus addresses 
him by his original name: Simon bar Jonah (son of John) and asks him THREE TIMES, “Do you love 
me?” In this way, Peter is making up for his sin and once again becoming a disciple. Each time Jesus 
tells him, “Feed my sheep.” 
 
  In other words, Peter is to feed us from his experience of forgiveness and mercy. He didn’t learn 
about these in a book; he lived them in his life. He knows what it means to deny Jesus by sinning, by 
denying the relationship, but also of receiving Jesus’ forgiveness. Peter can preach about forgiveness 
to us precisely because he was forgiven. Peter’s sin was very serious. But if Jesus can forgive Peter, 
Jesus can and will forgive us. And like Peter, we should share with others our own personal experi-
ences of God’s mercy. So, do you love Jesus more than thes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Easter                                                                                                                        May 5, 2019 (Year C)  No. 2419 

 

Jayson Choi Jasmine Lee Natalie Shon Ashley Na•Ryan Kim•Luna Ba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Andrew Oh•Edward Oh•Chloe Lee 

Responsorial Psalm    ◎ I will praise you, Lord, for you have rescued m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5:27-32,40b-41 (4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5:11-14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Alleluia No.1 567 
Breaking Bread Communion We Walk by Faith 496 

467 
Breaking Bread 

Offering 517 
Breaking Bread Closing He Is the Lord 552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107 
Children’s Mass Communion You are Present 175 

Children’s Mas 

Offering Jesus Lives! 110 
Children’s Mass Closing New Hope 35 

Children’s Mas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