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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예물준비성가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97번   구원의 메시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Jin Tae Kim • Eric Kim 

8시 미사 윤 정 애  김 병 민  박 만 선  정 춘 홍  Andrew Oh • Terri Kim 

9시 30분 미사  Mina Kim Edwin Shin  Jacob Park  Jin Tae Kim • Eric Kim 

11시 미사  오 캐 런  강 석 구  박 미 영  오 세 정   Jung Won Lee • Bona Lee 

12시 30분 미사  김 수 진  장 택 규 장 택 규 임 칠 성  Jin Tae Kim • Dyl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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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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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

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

다.”(루카 1,26-27)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1독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왕권의 기틀을 다진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모실 궁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 다윗은 하느님께서 다윗 집안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려고 합

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

윗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짓고자 했던 궁전은 그

의 아들 솔로몬 임금 때 완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계획을 

포기시키면서, 당신께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뽑

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그간 이룩한 놀라운 업

적들과 다윗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주실 것이며, 다윗

의 후손을 일으키시어 영원히 굳건한 왕국과 왕좌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

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

신 성모님의 겸손한 응답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눈앞에 실

현된 사람이 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토

록 열망하며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사람이 된 말씀을 눈

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묵상해보고, 우
리는 그와 같은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다윗 왕이 궁궐

을 짓겠다고 한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

기 때문에, 눈앞에 실현된 사람이 된 말씀이신 메시

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를 기억시켜주셨고, 이스

라엘의 별 볼 일 없던 이들을 뽑아 이스라엘의 구원

자로 삼았던 판관 시대를 기억시켜주었습니다. 그렇

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뽑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

이 아니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시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인간 아기를 통

해서 당신 구원사업의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

부터 당신께서 준비하신 구원계획을 겸손한 인간 마

리아의 응답을 듣고 비로소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었기에,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을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오를 저지

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강한 힘과 능

력이 하느님 편에서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하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겸손한 응답과 우리의 약함과 부

족함 안에서 당신의 구원사업을 완성해 가시는 하느

님의 완전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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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대림 시기 마지막 주일인 대림 제4주일을 맞이하였

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

미이며 기쁨과 설렘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

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때

입니다.  
 
  또한 지난 수목요일에 쏟아진 폭설로 이번 주말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보다 덜 와서 다행입

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불

편한 것도 사실이라 흰 눈이 덮인 세상을 좋아하면서

도 불편한 현실로 꺼리게 되는 것이 겨울눈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바자회가 성황리에 지난 주일

로 마쳤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모든 

단체가 적극적으로 경품권을 판매하였고 여러 단체

와 개인이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예년보다 더 많은 금

액을 모금하였습니다. 자세한 모금 내역은 주보에 별

도로 보고가 되겠으나 순 이익금이 대충 십만 불이 

넘게 모금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당을 위하여 십시일

반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28기 사목회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

당의 신앙의 힘이고 저력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

다.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힘들 때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천일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

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 복음의 1절의 말씀으로 갈릴레

아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

나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할 것이라 예언

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는 놀라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느님

의 말씀이라는 천사의 말에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적

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

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 38)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굳게 믿은 

시골 처녀 마리아의 고백은 의미심장한 신앙고백입니

다.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

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

앙의 힘이며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시골 

처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세상

을 바꾸었습니다.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구

원을 향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

미하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

이 가지에 깃들이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주 사소

하고 작은 것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바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

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워 포기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입니

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들기 어려우

면 옆 사람에게 같이 들자 청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 기쁨을 찾는 이들에게만 찾아옵니

다. 구원은 받으려 노력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행복

은 행복을 알아보는 이에게 보여집니다. 두려움이 아

니라 불가능이 없는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주 작

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을 향한 마지막 주 기다

림의 마지막 대림초를 밝힙니다. 4개의 밝게 켜진 대림

초처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밝은 

한 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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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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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알 림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미사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정길수 알로시오 $1,000, 익명 $1,000, 익명 

$500, 익명으로 상품권($1,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꽃 봉헌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송년 감사 미사  

특별 헌금  

예비신자 성탄반 세례•견진 성사   

2021년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 통독  

2021년 1월 1일부터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됩니다. 작년에 배부한 것과  

같은 ’성경 읽기표’는 12월 20일(오늘)부터  

배부됩니다.  

2021년 새해 달력 배부 지연   

매년 12월에 배부되었던 새해 달력이 COVID19

으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코비드19 검사  

베드로회 신임 임원명단  

 회장  김용철 요한바오로  부회장  강석구 그레고리오 

총무  김정렬 요셉 봉사부장  박재환 베드로 

교육부장  김경욱 띠브리시오 친교부장  한응호 토마스  

기획부장 김창호 모세 회계 박병수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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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 장의사 하봉호 어거스틴  $5,000 

 

25 홍성우 베드로 $500 

2 보고파  $5,000 26 이충웅 비오  $500 

3 익명  $5,000 27 다보 안경  $500 

4 박영서 베드로 $3,000 28 간호사회 $500 

5 한해남 요셉 $2,000 29 강준석  $500 

6 추영철 미카엘 $2,000 30 이성희 글라라 $500 

7 후러싱 1구역 1반  $2,000 31 익명  $500 

8 익명   $2,000 32 익명  $500 

9 솜씨  $1,644 33 익명  $500 

10 한기남 세레자 요한  $1,500 34 울뜨레아 사무국  $300 

11 베드로, 하상회, 대건회 친선 골프대회 $1,100 35 박상호 야고보  $300 

12 오세정 바오로  $1,000 36 이진원 요셉 $300 

13 노태균 타디우스 $1,000 37 이수이 데레사  $300 

14 김재국 요셉 $1,000 38 익명 $300 

15 주호종 안드레아  $1,000 39 파랑새 콜택시 김기영 가밀라 $200 

16 박기효 베드로  $1,000 40 이종민 베드로  $200 

17 제일 장의사  $1,000 41 최원철  $200 

18 김용철 바오로  $1,000 42 조아 약국 $200 

19 익명  $1,000 43 이종배 안드레아  $100 

20 익명  $1,000 44 강정자 엘리사벳 $100 

21 정봉재  $500 45 남설화 안나  $100 

22 플러싱 삼원각  $500 46 박 발바라  $100 

23 본당 CLC 회원들 $500 47 익명  $40 

24 유니온 약국 신인순 레오니아 $500 48 익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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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넌 짜장 난 짬뽕 상품권($20) 5매  

성당 바자회 물품 도네이션  

 
로사리오회 판매대  

로사리오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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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12월 20일 

성경통독 후기 모집 

지난 1월1일(수)부터 시행된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요즈음 매일 성

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

와 사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성경통독 후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A-4용지(Letter size) 1매 분량 

 연락처기입 필수 

 stpauledugroup@gmail.com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제출  

사무실 휴무  

2020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Cash $2,000 12672 6등  20명  공진당  10393 / 10760 / 11617 / 
13030 / 13964 / 14004 / 
14439 / 14643 / 14688 / 
15075 / 16633 / 16999 / 
17070 / 17087 / 17199 / 
17801 / 18062 / 18790 / 
19026 / 19268  

2등 1명 Apple ipad Air 16235 

3등 2명 공기청정기 11669 /  
15232 

4등 3명 다이슨 청소기 11740 / 12415 / 14532 행운상  35명 그릴,  
그릇세트 외  

10052 / 10093 / 10603 / 
10885 / 11245 / 11586 / 
12048 / 12049 / 12358 / 
12588 / 13098 / 13130 / 
13244 / 13386 / 13661 / 
13841 / 14123 / 14541 / 
14954 / 15076 / 15103 / 
15332 / 15714 / 15905 / 
16277 / 16760 / 16776 / 
17007 / 17008 / 17194 / 
17820 / 18272 / 19695 / 
19848 / 19897 

5등 5명 에어프라이어 10385 / 12925 / 14357 / 
15874 / 18540 

 

 

    

    

    

    

    

    

    

    

    

    

  단체 총 수입  

  

  

  

  

2020년 바자회 결산 현황  

알 림 



         미사 봉헌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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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Revolution Of The Heart  
< Fourth Sunday of Advent > 

       Weekly Homily                                                                                                                                                     December 20,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She called for overthrowing the powerful and lifting up the lowly. She predicted that the poor would be 
filled with good things but the rich would be sent away empty-handed. Who is this radical, rabble-rousing 
revolutionary? None other than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Christ the Lord. These radical words 
are found in the prayer of Mary, known by the first word of her prayer in Latin: “Magnificat.” It can be 
found in Luke 1:46-55. These fiery words seem at odds with the gentle and passive image we may have of 
the Virgin Mary. But Luke is preparing us for a real revolution, of the human heart, which will overthrow 
the kingdom of greed, exploitation and oppression and establish a new kingdom of righteousness, justice 
and peace which will be inaugurated by Jesus Christ. 
 
  Christmas fills our minds and hearts with thoughts of joy, peace and harmony. In that sense, it gives us a 
foretaste of the new kingdom of God to come. But as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of the church has 
shown, the world’s kingdoms don’t give up without a fight. To build a new kingdom, the first thing we 
must overthrow is our own hearts, where greed, jealousy, gossip and immorality have ruled our lives. The 
grace of God is needed to cleanse our hearts of all evil and sin, and to invite Christ this Christmas to be 
born again in our hearts. Then, at last, we will be able to pray with Mary: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3rd Sunday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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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 ons  
Dec. 25th (Fri)   Catholic Charities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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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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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ing A Cantor  
We are looking for Logos choir members in high 
school who can be cantor for 9:30 a.m. mass. Graduat-
ed Logos members or music majors can also apply. 
Please speak with Isabel Shon for further inquiry (917) 
868-2810.    

The Na vity of the Lord (Vigil Mass) 
Date : Dec. 24th (Thu)  5 p.m.  

The Na 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Date : Dec. 24th (Thu)  8 p.m. 

The Na 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and 11 a.m. mass, 
and 12:30 p.m. mass on Friday, Dec. 25th.              
There is no 5 p.m.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re is ONLY the 8 p.m. mass on Thurs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Date : Friday, Jan. 1st, 2021                                                      
There is 8 a.m.,  9:30 a.m., and 11 a.m. mass.  

Church Office Closed  
Date: Dec. 25th (Fri)   Christmas Day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Advent                                                                                                            December 20, 2020 (Year B)  No. 2505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Samuel      
   2 Samuel 7:1-5, 8b-12, 14a, 16 (11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6:25-27 
Communion Antiphon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his name will be called Emmanuel.  

 

  
 

◎ Lord, hear 
our prayer. 

◎

◎

◎

◎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Luck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