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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102번  어서가 경배하세 

예물준비성가 98 번  이사야 말씀하신  

영성체성가  

107번 

103번 

106번 

 천사의 찬송 

 오늘 아기 예수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파견성가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 • • 

11시 미사  • • • 

5시 미사  전가별 • 이미첼 • 오유나 • 박여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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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기쁘다~구주 오셨네~만백성 맞으라~~” 성가 484번

이 절로 입에 머물러 흥얼거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탄

생 대축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 4주간 준비하며 

기다려온 예수님의 탄생을 맞으며, 불확실한 새해에 

대한 희망이 걱정과 우려를 뒤로하고 기쁨과 설렘이 

앞서는 날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을 시

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린이가 되지 

못하여 어른스럽게(?) 근심과 걱정이 기쁨을 눌러버

립니다. 의심의 구름이 믿음을 가려버립니다. 어른은 

대체로 불확실한 미래를 믿지 못합니다. 난관을 걱정

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운명이

라고 자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에서 한 아이를 안으며 우리

가 그 어린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믿듯이, 우

리도 아버지 하느님을 믿어야 하고, 아이들이 현재를 

즐기듯이 어른들도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면 내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오늘 우리를 꼼

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할 수 없습

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처럼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

게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아이처럼 단순하

고 천진난만하게 주님 탄생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면 영하의 매서운 

추위가 우리 몸을 움츠리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얼어

붙게 하지 못합니다. 임마뉴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하고, 어두운 밤을 밝혀줍니다. 그리

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 희망을 갖게 합니다.  

  비록 오늘 흰 눈으로 포근하게 덮인 화이트 크리스

마스(White Christmas)는 아니어도 차가운 영하의 기

온에도 밝은 햇살과 청명한 하늘이 주님과 함께 걱정

과 두려움과 체면을 내려 놓고 밝게 밝아오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성탄 대축일의 복음은 3개입니다. 성탄 전야 미사 

복음, 새벽 미사 복음, 그리고 낮 미사 복음이 있습니

다. 이렇게 세 개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주님 성탄 대

축일은 세 미사 모두 참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

마의 성탄 전례 전통에 의한 것인데 최초는 성 베드

로 대성당에서 성탄 낮 미사만 있었지만,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짓고 그 성당에 베들레헴 구유 유물

을 모시어 밤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황님은 그 

밤 미사를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지내고 낮 미사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탄 미사가 늘어나

고 이 세 미사를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지내게 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그 전통이 퍼져나가 오늘날 밤, 새벽, 

그리고 낮 미사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미사 모두 참례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례 전통을 보면 원래 그랬던 것은 많

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전례의 이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변화 발전되

어왔습니다. 다만 초대 교회에서부터 똑같이 지켜지

는 것은 최후 만찬의 성체 성사입니다. 예수님의 성체

와 성혈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미사는 오늘날

까지 그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사의 중심인 성찬 전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

로 시작되는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과 

수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부활의 신비까지 메시

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전례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도 분

명히 밝히듯이 태초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

씀, 즉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시어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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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

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

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 1: 

1-3)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사람

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

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 14)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하느님의 외아드님

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은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나, 위

대한 왕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

장 나약한 모습을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 구유에 가장 

평범한 부모의 첫아들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

니다. 이로써 성모님의 노래가 이해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

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

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

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루카 1: 51-52) 

 

  성탄 밤 미사의 복음에서 알려주듯이 하느님의 천사

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 제일 먼

저 들판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10“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

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

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

다.” (루카 2: 10-12) 

 

  그렇게 하느님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에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헤로데 왕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니고 유명한 예언자도 아니었

습니다. 그저 들판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력 이나 권세로 세도를 

부리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

도 소중하게 여기고 찾아내는 착한 목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게 하

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어 예수님께서 그리

스도로 세상에 이루려는 사명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 14) 

 

  성탄 새벽 미사 복음은 그 목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들판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마리아

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루카 2: 

14)고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말,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

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

다.”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오늘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증언을 또 들었습니다. 이에 놀라거나 기

뻐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

다.’ 이제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새해 내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

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

는지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기적

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

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뉴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어른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처럼 어린이가 되어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며 

가슴 설레는 내일을 꿈꾸기를 기도드립니다.  

 

  Merry Christmas! 



4 

2022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행사) 

주님 성탄 대축일  

넷째 주일 (12월)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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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토)  8 p.m. 미사 

  

신년 하례식  

특별헌금 나눔과 기쁨 현황  

 

감사헌금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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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탄 제대꽃 봉헌자   

 

특별헌금  

새해 달력 배부  

감사헌금  

특별 헌금  

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대부모 세레자 대부모  

전신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사제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슬기로운 전례생활  

 



6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2년 12월 25일 

알 림 알 림 

      미사 봉헌                                                                                            

단체 및 회의  

로사리오회 메주주문 

생활 상담소 휴무   

12월 25일(오늘) 생활 상담소는 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Flushing 2구역 2반   

단체장 회의  

일시 : 12월 27일(화)   8 p.m.  

장소 : 친교실  

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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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Tree  

4th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December 25, 2022 

Special Collection 

10 

Father Hyosick John Park Feast Day  
December 27th is St. John the Apostle Feast Day.  
We ask for your prayers for Father John Hyosick Park. 

Rosary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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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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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vity of the Lord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Dec. 25th (Today) 

The End of Year Mass  
8 p.m. mass on Satur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Sunday, Jan. 1st, 2023. 

2023 Calendar Distribution  
New Year’s Calendar has arrived. Please pick up 2023 
calendar at the church office after mass.  

Prayer Intention:               

To thank Mother Mary for all the graces she bestowed 

on our church for the past 50 years. We also would like 

for her to continue to guide and watch over us as we 

grow.  

How to pray :  
1. Weekday Mass - 5th decade of the Rosary (before 

mass) 
2. Sunday Mass - 1st decade of Rosary Pray (before 

all Sunday masses) 
3. Individuals, organizations groups - Full Rosary 

(Apostle’s creed, Our Father, 3 Hail Mary’s, Glory 
Be; 5 decades and Hail Holy Queen) 

 
Collection for Tally of Decades :  

First Friday of the Month (Jan. 6th, 2023) 
Exposi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following the 7 
a.m. mass. The First Friday evening Mass will start at 8 
p.m.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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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Nativity of the Lord 

Weekly Homily                                                                                                                                                     December 25, 2022 

 Did you know the word “Christmas” was originally “Christ’s Mass”? Over the centuries we put 
the words together and dropped an ‘s’ to create the popular word for the feast the church calls the Na-
tivity (birth) of the Lord. We should not be so overwhelmed by all the busyness, rushing about, par-
ties, nonstop Hallmark movies, buying, exchanging, and returning of gifts to forget that the purpose of 
this holiday is. God, the all mighty and all merciful, became human— just like us. In a certain sense, 
we can say we share a common calling with God: to live a totally human life reflecting the presence of 
God in our world and in our lives. 
 
 So besides all the lights and stars and songs that surround Christmas, take a few moments today 
in silent gratitude for everything that makes you human: your talents, relationships, conscience, 
memory, weaknesses, failures, disappointments and dreams. All of it. And offer even these to the 
Christ Child, who blessed them all when he became human so many years ago. Going forward from 
this most holy day, let us strive not only to keep Christ (and Mass) in Christmas, but more importantly 
to keep Christ in Christian. Happy Christ’s Mass to all! 

  
 

 For the people of God in every land, including the doubters, fallen and unbelievers: that with the 

coming of Baby Jesus, God’s Word will bring light and life into their heart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aders: that their vision will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while 

not harming their neighbors with threats and violen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who need nourishment not just in mind and body but also spiritually: 
that generous hands reach out to care for them and teach them that the world can be a better pla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mmunity: that the mystery we celebrate renew us in body, mind and spirit, especially now 

that we are about to start the New Year,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December 25, 2022 (Year A) No.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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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2-3, 3-4, 5-6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ving power of God.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eak into song; sing praise.  ◎ 

○  Sing praise to the LORD with the harp, with the harp and melodious sing. With trumpets and the 

sound of the horn, sing joyfully before the King,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52:7-10 (16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1-6 

Communion Antiphon 

   

 Your God is 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