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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496번 
515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이 태 희  김 정 윤  오 유 나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지 은  정 봉 재  윤 경 숙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Ethan Lee Nicolaus Lee  

11시 미사  최 현 진  장 동 철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Claire Park Teacher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박 지 은  김 남 효  

늘 깨어  

기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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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11월 28일 

김철희 시몬 신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착

점을 향해 갑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생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돌아

갑니다. 따라서 죽음을 끝으로 뒤로하게 될 이 세상

에 집착하기보다도 어느 순간 당장 하느님을 뵙게 되

더라도 미련 없이 기쁘게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

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

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를 그날에 하느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과 깊은 

친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

게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분과의 내적

인 만남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로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 시기는 일반적으로 성탄 시기를 준

비하는 기간으로 인식됩니다만, 넓은 시각에서 대림

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분과 내적

인 만남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를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은 바로 4주 뒤에 맞이할 성탄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훗날 직접 뵙게 될 예수님과의 만

남을 희망하며, 기쁨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

을 올곧이 하느님께로 모으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들

뜬 분위기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축제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성탄이 결합되면서, 여러 상업주의적인 

매체들은 우리를 소비와 쾌락의 문화로 이끕니다. 그

런 요소들은 대림 시기의 본질을 해치고 우리 영혼에

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경

우에 본당의 여러 단체가 연말 파티나 총회를 준비하

느라 바쁘고, 대림 시기의 진정한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이 시기에 맞는 활동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대림 시기 담화문

에서 대림 시기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

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분명 축제이지만, 우

리는 항상 성탄을 세속화하려는 유혹을 우리 안에 품

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축제가 그 중심에 예

수님께서 머무르시는 아름다운 축제로 여겨지지 않

은 채, 지출을 하고, 선물을 사고, 세속적인 축제가 되

기 시작하면 주님이 잊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늘 금욕주의를 추구하

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신

께서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음식과 술을 즐기

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 시기가 단순히 축제의 분위

기 속에 즐거움을 만끽하는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내적, 외적으로 절제된 가운데에 조용히 예수

님과의 기쁜 만남을 이루는 시기임을 역설하는 것입

니다. 

 또한 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

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고 하십니다. 그 힘은 그분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솟

아납니다. 우리가 친분이 없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이

웃과 즐거운 만남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아무런 만남

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그분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깊은 만남

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가 예수님을 직접 뵐 날을 기

쁨 속에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 

각자가 내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질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매

일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안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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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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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고 전례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

리고 기쁨을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며 시작입니다. 

이 기다림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그 기다림의 시기 대림 첫 주일 맞이합니다. 

기다림은 설렘이고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

림의 의미를 잊으면 지루함이고 답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통해 나눈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해에 대한 희망

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추수 감사절 식탁의 풍요로움

이 우리의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

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

길 기대합니다.   

 

  사실 기다림의 백미는 설렘입니다. 설렘이 없는 기

다림은 지루함이며 답답함입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

다. “신부님, 애들도 아닌데 성탄절에 설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설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렐 

일이 아이들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멀리 떨어

져 사는 자녀가 돌아올 때 설렙니다. 오랜만에 나들

이를 가면 설렙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으러 공항에 

가는 길이 설렙니다. (여행을 떠나며 공항 가는 길은 

더욱 설렙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고통으로 설레는 

것은 바로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부들과 성당 직원들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Kris Kringle 또는 마니토라고 하는 선물 나눔 게임을 

합니다. 각자 일정 금액 내의 선물을 사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나눌 때 특정 번호를 뽑아서 당첨되는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선물로 

설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

고 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것도 좋겠고,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겠고, 오랜만에 브로드웨이 쇼를 보러 

가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는 힘들고 피곤하

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만 있으려고 할 때입니

다. 혼자만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시간만으

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나눌 때 

해결됩니다. 근심은 적어지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하느님의 외 아드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 구원은 단순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씀만으로 안됩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가 가슴을 울

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우리

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이 반갑고 설렙니

다.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의 말입니다. 

현재 설레지 않음을 한탄하기보다 내 곁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레게해줄까 고민하는 대림절이 되길 바랍니

다. 

   

  큰 선물이 아니고 큰 계획이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선물, 

간단하지만 지금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를 따듯하게 하고 

웃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가장 낮고 약하고 병든 이들에게 위

로를 주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설렘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

우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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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제1주일  

넷째 주일 (11월) 

특별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특강 /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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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 피정  

일시 : 12월 5일(일)  3 p.m.   

강사 : 이재원 다미안 신부님  

주제 : 비우고 치워야 될 나의 거짓 가면들  

유아세례

대림 특강  

부제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대림1주부터 대림3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림 특강이 있습니다. 

일시 : 12월 3일(금)  8 p.m.   

강사 :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주제 : 성부 

일시 : 12월 10일(금)  8 p.m. 

강사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주제 성자 

일시 : 12월 17일(금)  8 p.m.  

강사 :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님  

주제 : 성령 

첫금요일 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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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1월 28일 

성물서적 판매  

알 림 알 림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금)  8 p.m. 미사, 7:30 p.m.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토)  8 a.m. 미사, 9:30 a.m. 미사, 

        11 a.m. 미사, 12 p.m. 미사  

         (8 p.m. 미사는 주일 특전 미사입니다.)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금)  7 a.m. 미사, 8 p.m. 미사 

새해 미사  

주일 특전미사가 8 p.m.에 있습니다. 

오전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화)   10 a.m.  

오후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화)  7 p.m.— 9 p.m.   

주일학교 판공성사도 7 p.m.에 시작합니다.  

나눔과 기쁨   (기빙츄리)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한다 (루카 13,33) 

기부품목 : 현금, 상품권 

기부날짜 : 12월 31일(금)까지  

기부장소 : 사목회 안내 데스크 

기부된 모든 품목은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익명으로 상품권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반 예비자 세례 스케줄  

받아들이는 예식  

일시 : 12월 5일(일)  11 a.m. 미사 중  

대부모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연습   

일시 : 12월 13일(월) 8 p.m.  

세례와 견진   

일시 : 12월 19일(일)  5 p.m. 미사 중  

예비자와 대부모는 4:30 p.m. 까지 성당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구세주를 기다리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아하

는 마음으로 성탄 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문

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일시 : 12월 8일(수)   7 a.m.   헌금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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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헌금 

생활상담소  

단체 및 회의  

알 림 

반모임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11월 28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정재연, 김진배  

 

  

  

 

  

 온라인 헌금  

  

 
 

  

  

장학회 기부  

이명례 로사리아 $1,000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연령회 월례회  

12월 5일(일)  12 p.m.  성당 친교실  

연차 총 친목회  

12월 4일(토) 2 p.m. — 4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행동단원)  

간호사회 월례회  

12월 12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의 참석 바랍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12월 7일(화)  8 p.m.  성당 친교실 

구역장, 반장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대건회 새임원진  

회장  이준석 태르시오 부회장  김진석 아이작 

총무  최항선 해롤드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11월 28일(오늘)  12:20 p.m.  성당 친교실  

문의 : (917) 449-5621 

Flushing 2구역 5반 

일시 : 11월 28일(오늘)  1 p.m.   

33-47 153 St. Flushing, NY 

반장 : 홍정순 데레사 (917) 843-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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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in Advent we increase the time spent in prayer and in meditating on the mysteries of our 

salva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unbelievers: that they might hear the good news of Christ’s coming to save all humanity, we pray 

to the Lord. ◎ 

 Tat the Messiah bring his gifts of wisdom and understanding, of counsel and fortitude, of knowledge 

and piety to all of us in the season of celebrating his coming,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coming of the Prince of Peace may establish peace in our hearts, our homes and among 

nation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be truly repentant for our sins so that Christ’s coming not be impeded,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November 28, 2021 

4th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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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Tree (Sharing Love)  

mass Special Collection  

Infant Baptism  

Advent Confession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 Vigil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 New Year Mass  

The Vigil Mass 

Adult Legio Annual General Fellowship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st Sunday of Advent                                                                                                                November 28, 2021 (Year C) No. 2555 

Responsorial  

Psalm 
   To you, O Lord, I lift my so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3:14-16 (3C) 

Second Reading  

   
 

   1 Thessalonians 3:12-4:2 

Communion Antiphon 

  The Lord will bestow his bounty,  
   and our earth shall yield its increase.  

Psalm 25:4-5,8-9,10 and 14 

The End Of The World Is Near~ Again!  

< First Sunday of Adv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Liturgical year B ended with readings about the end of the world. Today we begin the new liturgical year 
C with even more readings about the end of the world. This describes a spiritual truth: the world ends all 
the time! And out of the ashes of the old world, a new nation or kingdom arises. When America went 
through the Civil War, the South’s civilization built on slavery ended. At the end of World War I, the Ot-
toman Empire and Prussian Empire ended, and new nations arose from the ashes (Turkey from the Otto-
man and Germany from the Prussian). In short order, new nations sprang up all the time. In 1945 World 
War II saw the fall of Nazi Germany as well as the end of imperial Japan. In 1989 the Soviet Union col-
lapsed. No doubt these collapsing kingdoms caused great confusion for the people. But today’s gospel 
reading tells us, “stand erect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is at hand!” 
 
  In other words, as believers we look forward to a time when not only will the world end, but Christ will 
return in glor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earth! If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 news, you’ll 
see our world is messed up. Truth is buried, facts are distorted, violence interrupts our peace, and revolu-
tions overturn the established order. But as people of faith, we should never lose heart. Whenever one 
world ends, another rises. Our hope is not in this world, but in Christ whose kingdom will have no end. 
Thus our prayer this Advent and throughout our life is: “Come, Lord Je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