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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89번  주 하느님 자비로이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창 규 전 수 연  박 지 희  Jin Tae Kim • Stella Park 

8시 미사 최 혜 숙  김 준 수  강 미 숙  김 철 순  Mina Kim • Justin Lee 

9시 30분 미사  Mina Kim Jaycee Choi Alex Kwak Dylan Park Seon Lee • Ryan Kim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최 향 이  김 재 국   Kevin Kim • Bona Lee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정 재 연  정 재 연  임 칠 성  Jung Won Lee • Ted Park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김 남 효  청년 전례부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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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의 백성

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갖다가 돌아왔습니다. 하

지만 폐허가 된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느님을 저버

리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것을 깨

닫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

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

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면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도로 사거

나, 자신이 노예가 됨으로써 그 사람을 꺼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

이에서 구원하였고 또 지금의 참담한 현실에서 자

신들을 구해주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예언자는 왜 자신들을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게 내버려 두셨는지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

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이는 하

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

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초

대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 사랑

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 .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라는 고

백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

라는 무한한 신뢰와 간청을 담은 기도입니다. 주

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

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되어

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 전례력의 다섯 절기 중의 하나입

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성주간, 부활절입니

다. 연중기간은 이 다섯 절기들 사이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한자의 뜻은 ‘임

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로 하신 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지역 전례에서 3세기 부터 로

마의 태양신 축일인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내면

서 점차 성탄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 그러다 대 그레고리오 교황 재위 시 

(590-604) 4주간의 대림절이 교회력 안에 편입되

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인

은 아무도 모르는 밤시간에 온다는 것일까요? 이

스라엘의 전승에 네 번의 위대한 밤이 있다고 합니

다.   

 

  첫째 밤은 세상이 창조되는 밤이었습니다. 어둠

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사

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던 밤이었습니

다. 크리스챤들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그리스도 십

자가 희생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이사악과 성자 예

수 모두 외아들로서 희생제물로 바쳐졌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셋째 밤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밤입니다. 모세와 그리스

도 모두 하느님의 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세는 이

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

고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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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넷째 밤은 ‘주님의 날’ 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도 이날을, 즉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그러나 크리스챤들에게 이 밤은 바로 주님께

서 성찬례를 제정하시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

게 주신 밤입니다.    

 

  주님께서 이천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이면서 또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

다. 하지만 우리는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

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은 집주인이 돌아올 먼 훗날의 

어떤 시간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

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위해 우리

는 항상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

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

기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님

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례력의 새해 첫 주일 ‘대림 제1주

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전례력 세 사이클의 두 

번째 해인 ‘나 해’를 맞이하여 마르코 복음이 주일 

미사에 선포됩니다. 마르코 복음은 고난을 받는 사

람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며 

적은 복음입니다.  

  팬데믹으로 곤경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

비로 이 곤경의 끝을 기다리는 희망이 설렘의 기쁨

이 되고 평화와 행복이 되길 바라며 대림 시기를 시

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씻어 주실 분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자유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

대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준비입니다. 행
동하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하는 바이러스 감염률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번 성탄 때에도 사회 격리로 미사를 못 드릴까 하는 

기우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뉴욕의 사정은 그렇게 극적으로 나빠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얼어버린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

고 기다리는 대림의 설렘으로 다 녹아 따듯해지기

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나름 바자회를 열고 있습

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기에 가슴

이 조마조마했지만 각 단체들이 지혜롭게 안전 수

칙을 잘 준수하며 봉사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경품권 판매도 각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

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안전한 방법

으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참

여해주시고 친구나 이웃들에게도 판매해주시기 바

랍니다. (사실 저도 동료 사제들이나 오랜 친구들에

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바자와 경품권 판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

럼 본당의 특별 활동 자금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적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자금 조성 목적입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

분의 굳은 믿음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주

시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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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탄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대림 행사로 

“판공 성사”를 주중에 이틀에 걸쳐 오전 오후로 

나누어 4번에 걸쳐 실시합니다. 그동안 고백성사

를 충분히 주지 못하여 목말라 하시는 분이 참 많

습니다. 이번 판공 성사에 꼭 참여하시어 영적 준

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공 성사는 이번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12시

까지 그리고 오후 8-9:30분까지 이며, 2차로 12월 3
일 목요일 10-12시 그리고 오후 8-9:30분까지 입니

다.  
 
  그리고 대림 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

리 본당에 부임하신 박효식 요한 신부님께서 준비

한 피정 강의로 우리의 가슴을 따듯하게 녹여주시

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한국 교회의 태동과 박해를 통해 성장한 

우리의 신앙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를 보내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희

망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흐르고, 그 흐르

는 시간을 정처 없이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조 마

르코 13: 33-37)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로 언제

나 깨어 준비하며 내일을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현재의 곤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무게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지

혜 속에서 희망을 찾아 기쁜 생활을 하기를 바랍

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보고 이웃을 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대림 첫 주일 여러분의 마음

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설렘

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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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알 림 

성당 기금 마련 바자회  

COVID19로 인하여 올해는 예전과 달리 먹거리 

관련 바자회는 하지 않습니다.  

경품권과 도네이션 위주로 진행 됩니다.  

경품 추첨일과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 12월 13일(일) 

경품 내용 

1등 : Cash $2,000 (1명) 

2등 :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1명) 

3등 : 공기 청정기 (2명) 

4등 : 다이슨 무선 청소기 (3명) 

5등 : 에어프라이어 (5명) 

6등 : 공진단 (20명)  

그 외 행운상과 아차상등 다수의 상  

알 림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김춘옥 $500, 이은주 $100, H-mart 상품권 

$20 익명으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피정  

대림 판공성사  

바자회  

성탄 꽃 봉헌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특별 헌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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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로사리오회 물품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새우젓과 곡물등을 판매합니다.  

김치병 빈병도 수거합니다.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 장의사 하봉호 어거스틴  $5,000 

2 익명  $5,000 

3 박영서 베드로 $3,000 

4 한해남 요셉 $2,000 

5 추영철 미카엘 $2,000 

6 익명   $2,000 

7 베드로, 하상회, 대건회 친선 골프대회 $1,100 

8 오세정 바오로  $1,000 

9 노태균 타디우스 $1,000 

10 김재국 요셉 $1,000 

11 익명  $1,000 

12 정봉재  $500 

13 플러싱 삼원각  $500 

14 본당 CLC 회원들 $500 

15 유니온 약국 신인순 레오니아 $500 

16 홍성우 베드로 $500 

17 울뜨레아 사무국  $300 

18 박상호 야고보  $300 

19 익명 $300 

20 파랑새 콜택시 김기영 가밀라 $200 

21 이종민 베드로  $200 

22 최원철  $200 

23 이종배 안드레아  $100 

물품 도네이션  

1 박노태 요셉 산삼 공진단 10 박스 

2 우지섭 다미아노 녹용 명품 공진단 10박스 

3 정옥락 막달레나  여아용 드레스  

4 김용환 베드로  손재정제, 화장 클리닝 티슈  

안나회 물품 판매  

안나회에서 물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소 : 성당 친교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도네이션 접수  

로사리오회에서 가게 창고 물건 정리를 하시는 

분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성경통독 후기 모집 

1월1일(수)부터 시행된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

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요즈음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

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성경

통독 후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A-4용지(Letter size) 1매 분량 

 연락처기입 필수 

 stpauledugroup@gmail.com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제출  

베드로회 총회 및 회장 선출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성

당 친교실에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알 림 

미사 시간  |  Mass 

7 

방역 봉사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11월 29일 

감사헌금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품 나눔  

퀸즈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3 p.m. 식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선착순 15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당문 개방 시간  

성당문 개방 시간은  미사 시작 30분 전  

입니다. 날씨가 점차 싸늘해져 가는 겨울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성당문 개방 시간을 꼭 확인하시

고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두레 월 기도모임  

가톨릭 봉사단체인 두레에서 화상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까지를 대

상으로 한 이 기도모임에서 소모임을 통해 의견

을 나누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에게 한 

몸 한 뜻이 되어 호소하고, 개인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Zoom어플리

케이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 매주 3째주 토요일 8:30 p.m.  

이메일 :  duraeteam@gmail.com 

인스타그램 : @_du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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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 

By Fr. Joseph Veneroso, M.M.  

Wait As Fast As You Can! 
< First Sunday of Advent > 

       Weekly Homily                                                                                                                                                     November 29,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Advent is a time of waiting. It’s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us to do. But if you think about is, a great 
deal of life involves waiting. A pregnant mother awaits the birth of their child. A child can hardly wait to 
grow up. Students can’t wait till school is over and for summer vacation to begin. Seniors wait anxiously 
to hear if they’ve been accepted to a college. Engaged couples wait for their wedding day. To this we add 
the daily waiting for a bus or subway; waiting for a friend to arrive or to call. What about the elderly, wait-
ing to die? Or prisoners, waiting for the day they will get out? And the holiest waiting if all: the birth of 
the Messiah. 
 
   On this first Sunday of Advent we light a defiant candle of hope. The night is long. Days are short. 
Winter is coming. And darkness is all around us. Like the Jews of old, we eagerly await the birth of the 
Messiah, who will shatter the darkness with his light and free is from fear with his truth. Of course we 
know the Messiah has already come, so our waiting is lightened by faith in Jesus, who we believe will 
come again. In this sense, we do not wait passively for Christ’s return. Rather he gave us his life and 
teachings of what we must do to prepare for his Second Coming. While we wait for Christmas, we work 
to build a better world where children are wanted, loved, protected, educated and fed. While waiting, we 
work for an end to injustice and oppression. As we await the celebration of Christ’s birth, we pray Christ 
finds a place of shelter for the homeless, of healing for the sick, and of compassion for the weary. Advent 
is a time of giving witness to Christ as we await his birth in all hearts everywhere.  

5th Sunday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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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 ons  
Dec. 13th (Sun)  Religious Retirement Fund 
Dec. 25th (Fri)   Catholic Charities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Sharing Love  
Date : Until Dec. 31st (Thu) 
We accept cash and gift cards.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Durae Monthly Prayer mee ng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is hosting a monthly 
virtual prayer meeting. We invite high school students 
and young adults for small group discussion, praise and 
time of prayer.   
Please contact us for the Zoom log in information via 
email or Instagram. 
Time : Every 3rd Saturday at 8:30 p.m.  
Email : duraeteam@gmail.com 
IG : @_durae 

Advent Confession  
Date : Dec. 1st (Tue) & Dec. 3rd (Thu) 
Time : 10 a.m. - 12 p.m. &  8 p.m. - 9:30 p.m.        

Date : Dec. 8th (Tue)   Time : 7 a.m.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If you wish to participate with the flower offerings for 
the Advent season,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Mas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st Sunday of Advent                                                                                                            November 29, 2020 (Year B)  No. 2502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63:16b-17, 19b; 64:2-7 (2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3-9 
Communion Antiphon 
   The Lord will bestow his bounty,  
   and our earth shall yield its increase.  

 

  
 

◎ Lord, hear our praye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