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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드디어 전례력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 제1주

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님

과 이웃에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였고 오늘 새해 첫 

날을 맞이합니다.  

 

 전례력은 매해 12월 25일 성탄절 4주일 전에 성탄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즉 우리는 한 해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기다

림의 첫날인 대림 첫 주일입니다.  

 

 전례력은 또한 매 3년 주기로 매해 각 공관복음을 주

제로 시작합니다. 이를 가, 나, 다 해로 구분하는데, 가 

해는 마태오 복음을 중심으로 주일 복음을 구성하고, 

나 해는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또 다 해는 루카 복

음을 중심으로 편집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루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

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해는 ‘가해’로 마태오 복음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오, 마르코, 루

카 복음을 이르는 데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어느 

부분은 아주 똑같아서 같은 원전 (Q source)를 보고 베

껴 쓴 것 같아 같은 시각에서 쓴 복음이라는 의미로 

같을 공자와 볼 관자를 써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글은 그 작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나 

중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용이 비슷하거나 똑같아

도 복음 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하는 바가 조

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은 세 복음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이는 

그 복음이 기본적으로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굳

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도 박해에 직면하여도 믿음

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

니다.  

 

 또 루카 복음은 올 한 해 들어온 복음으로 주된 독자

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계통의 도시에 사는 이방

인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

한 자비심이 강조되었고, 특히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

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서 성령으로 마

리아에게 잉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듣게 되는 마태오 복음은 그 주된 

독자가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

포라는 뉴욕에서 흔히 말하는 케토라고도 하는 유대 

이주민의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

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한 지역에 몰려 살았습니다. 이 지역을 그리스어로 디

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오 복음의 독자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바리사이였습니다. 따라서 마

태오 복음에는 설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5장부터 

7장까지 아우르는 산상 설교가 유명합니다. 이 설교는 

진복팔단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초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들의 율법에 대한 완고한 마음은 변할 수 없다는 사

실을 예수님이나 바리사이 모두 동감을 합니다. 따라

서 후반에 접어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꾸짖는 

데 주저하지 않고 바리사이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시

험하며 끝내 그들이 반목하고 미워하는 사두가이와 

손잡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태오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루카의 그

것과 사뭇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루카 복음은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들려주지

만, 마태오는 성모님의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서술

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차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헤

라큘라스의 이야기처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

느님의 외아드님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그리스인들

은 받아들이기 쉬었습니다. 반면 유대인에는 메시아

로서의 정체를 이해하는데는 혈통이 더욱 중요했습니

다. 유대의 전통적인 예언에 메시아 즉 구세주는 다윗 

왕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부계 혈통 중심 사회

인 유대인들에게 성모님보다는 요셉의 혈통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오 복음의 시작에 요셉 

성인의 족보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

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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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르는 데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호칭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주요 독자가 유태인이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하느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입에 거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써 있어도 ‘주

님’이라고 읽습니다. 요즘도 유태인계통의 종교 팸플

릿에는 God 라고 쓰지 않고 G-d 하고 쓴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공통된 주제는 세상 끝 날이 오면 부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게 세계 멸망이나 종말의 시간은 파괴와 죽음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즉 희망의 메시지입

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

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마태오 복음의 행간에서 바로 그 메시지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24장은 예수님께

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

서 시작합니다. 지지난 주일(연중 제33주일) 루카 복

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함께 세

상 재난과 전쟁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멸망

과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바로 재난과 전쟁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나면 곧 여름

이 오는 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조 마태오 
4: 32-35) 

 

 그리고 오늘 모든 믿는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

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의 아들은 세상 종말의 시간에 

다시 오시지만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24: 36) 이를 노

아의 홍수 때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망부석’의 이야기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

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설화는 신라 

눌지왕 때 박제상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을 받고 왜국에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

하러 갔다가 그 동생은 구했으나 왜의 신하가 되기를 

거절한 박재상은 왜국에서 죽었는데, 이를 하염없이 바

다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부인이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돌이 될 정도로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애

절한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

나 힘든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은 오히려 돌이 될 정도로 삶을 황폐하게 만듭

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이렇게 하

염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그

리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꼭 실현될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깨어 준비하

는 기다림입니다. 임 떠나간 바다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우

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

는 축제입니다. 구약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하느님의 

외 아드님인 메시아께서 이천 년 전 성령으로 인하여 

나자렛의 어린 처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구원의 예언을 확실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수난을 받고 죽으신 후 사

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

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다

시 오실 날을 확신을 갖고 기뻐하며 이를 준비하는 시

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이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회개하는 이를 용서하여야 한다

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우리의 기도를 들

어주시듯이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어 자비와 관용으

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움추리게 하는 겨울이 우리 앞에 다

가옵니다.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

실 날을 준비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쁨과 희망과 사랑

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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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오전 판공성사  

오후 판공성사  

대림피정  

첫금요일 신심행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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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1월 27일 

알 림 알 림 

일시 : 12월 2일(금)  7 p.m.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추수 감사절 기념 청년 바베큐 파티  

안나회 만두 만들기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2월 16일(금) - 12월 18일(일)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금액 : $190 

등록 : 11월 27일(오늘)  

접수 : 성당 친교실 (주일)/ 사무실 (평일)  

종일 성체 현시  

성수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성탄반 예비자 세례일정  

2022년 기도뜰 성탄트리 도네이션 

2022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행사) 

로사리오회 빈병수거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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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1월 27일 

알 림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알 림 

생활 상담소 이민법률 상담 취소  

울뜨레야 주최 일일피정  

일시 : 11월 27일 (오늘)   12:20 p.m.—7 p.m.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Flushing 2구역 4반(Astoria반)   

특별헌금 

 

꾸리아 평의회   

날짜 : 11월 27일(오늘)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시간 : 1 p.m.   성전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시간 : 1:30 pm. 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4반   

Flushing 2구역 1반   

구역분과 월례회겸 송년회  

일시 : 12월 6일(화)  6 p.m.    성당 친교실  
의료선교 도네이션  

도네이션  

 

간호사회 월례회  

일시 : 11월 27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봉사자의 밤  

12월 5일(월)  6 p.m.—9 p.m.   성당 친교실  

Long Island 구역 3반   

생활 상담소  

11월 27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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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2022년 11월 27일 







Sunday School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Friday Nigh Meeting (FNM) 
Date & Time : Dec. 2nd (Fri)  7 p.m.   
Where : Education Center  

4th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November 27, 2022 

Special Collection 

10 

Christmas Show  
Date and Time : Dec. 18th (Sun)   12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Infant Baptism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2023– June 1st (Thu), 2023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To welcome Baby Jesus into our hearts as we wait for 

his arrival, we are receiving offerings of Christmas flow-

ers. If you would like to offer flowers for the altar, 

please inquire a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High School Retreat  
Grade : 9th—12th Grade 
Date : Dec. 16th(Fri) 4 p.m. - Dec. 18th (Sun) 5 p.m.  
Location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ddress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11743 
Fee : $190  
         (Suppose to be $300/ Church will support $110)  
Registration : Weekday—Church office 
          Sunday—Church basement (Mother’s Group)  

  
Questions : Juliana Chong (929) 928-1487

Date : Dec. 2nd (Fri)  8 p.m. mass  

Advent Confession  

Date : until Dec. 31st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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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Nov. 27th (Today)  After 5 p.m. Mass               

Place: Church basement  

Date : Dec. 4th (Sun)   
Time: 8 a.m.—1 p.m.  

Christmas Trees fo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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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e First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November 27, 2022 

 Advent is the season that forces Americans to do the one thing we hate doing most: wait. Chil-
dren might be worse at waiting than adults, but in a way, they're more honest. They are filled with im-
patience and anticipation, awaiting the day when they can at last rip open the gifts to see if their 
heart's desire has been fulfilled. Adults hide our impatience behind a façade of annoyance and anger, 
so we fill up our time doing a lot of busywork: shopping, decorating, writing cards, and even coming 
to church! 
 
 But we must stop and ask ourselves, not what are we waiting for, but for whom? Of course, we 
await the coming of Jesus, into our world at the Second Coming, but what makes us think we'll be 
able to recognize him any better than those who expected him 2,000 years ago? What if Jesus has al-
ready come and lives among us in disguise? A stranger? A neighbor? A beggar? A friend or even a 
relative? Through prayer, penance and charity we can discern the presence of Jesus in our world, our 
city, and our neighborhood even today. Advent can be a time of great expectation as we actively wait 
and search for the One who is actually also waiting and looking for us. 

  
 

 

 For the Church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may the graces of the Holy Spirit bless us this Advent 

seaso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ublic and civic leaders, especially the newly elected: may they remember their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rebuilding after disasters, especially natural ones: that we remember 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this time of hardship and give thanks for our generosity towards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May the anticipation of the birth of the Word Incarnate take flesh in and through everything we say 

and do,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for all who await the Lord’s coming into their  l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st Sunday of Advent                                                                                                               November 27, 2022 (Year A) No. 2608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22:1-2, 3-4, 4-5, 6-7, 8-9 

◎  Let us go rejoicing to the house of the Lord.   
○  I rejoiced because they said to me, “We will go up to the house of the ORD.” and now we have 

set foot within your gates, O Jerusalem. ◎ 

○  Jerusalem, built as a city with compact unity. To it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the LORD. ◎ 

○  According to the decree for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the LORD. In it are set up judg-

ment seats, seats for the house of David. ◎ 

○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prosper! May peace be within your 

walls, prosperity in your buildings. ◎ 

○  Because of my brothers and friends I will say “Peace be within you!” 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 will pray for your goo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2:1-5 (1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3:11-14 

Communion Antiphon 

   

 

Stay Aw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