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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90번  구세주 보내주소서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51번 
506번 

 주여 임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89번   주 하느님 자비로이  

입당송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김 안 나  장 택 규  탁 환 섭  박 지 희  

8시 미사 오 규 화  이 재 명  김 신 화  오 영 실  

9시 30분 미사  Edwin Shin Katheren Shin 

11시 미사  황 리 나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Andrew Lee Teacher  Teacher 

5시 미사  문 소 영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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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만추의 쌀쌀함이 이제 

초겨울의 스산함으로 변하고, 그나마 파란 하늘의 햇

살 덕에 추위를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을 기다립니다. 이에 어느새 한 주 더 가까이 다가왔

습니다.   
 

  대림은 역시 성탄 준비에 여념이 없이 바쁜 시기입

니다. 사실 믿지 않는 이들도 연말이라고 여기저기서 

파티를 하느라고 붐빌 때입니다. 그에 더하여 갑자기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에 우리의 마음이 또 근심 걱정

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부스터 백신 주사

라고 합니다. 저희 신부들도 모두 부스터 샷을 접종

하셨습니다. 물론 1, 2차 때와 같이 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부스터 주사를 맞고 나니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사목에 전념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은퇴하신 니콜라스 디마지오 주

교님도 적극적으로 백신 주사를 권고하였고, 새로 부

임하신 로버트 브래넌 주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환란의 시기가 오면 오히려 허리

를 펴고 머리를 들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은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처는 근심 걱정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

라 안전 수칙과 백신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

며 일상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이제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접종 

가능하다고 하고, 어린이일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하다

고 하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치의와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힘

들고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서로 협조하며 좀 더 안

전한 일상을 함께 영위해야 합니다. 일상의 즐거움과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소한 행복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의 대림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코로나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 시키

거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방탕한 생활

이나 매일 근심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예

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당당 하라고 말씀하십

니다.  
 

  오늘의 복음(루카 3: 1-6)은 당당함으로 적극적인 준

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 생활이 생각납니다. 부대에 사령관의 시

찰이 결정되면 방문 전 부대 정비에 들어갑니다. 부

대 정비는 모든 건물을 살피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하며 부대 입구의 진입로를 정비합

니다.  
 

  당시에는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였기에 자주 도로가 

여기저기 움푹 파인 곳이 많았습니다. 즉 팟홀

(pothole)이 많았기에 인근 산에서 마사토를 실어다가 

도로에 뿌리고 평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빗자루질을 하면 깨끗하고 반듯한 길이 열리고 사단

장을 방문 준비가 끝납니다.  
 

  고대에도 개선장군이 돌아오면 개선 행렬을 하는

데, 이를 위해 도로를 넓게 만들고 정비하여 행렬 준

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인용한 이사야서도 이를 이렇

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

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

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루카 3: 4-5)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는 이야야서의 설명을 들으면 

웃음이 납니다. 과장이 참 심합니다. 단순한 길을 평

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모두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낮게 하여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봅니다. 마치 한국에 신도시를 건

설하는 듯합니다. 산과 언덕을 깎고 계곡을 메워 평

지를 만들고 그 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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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합니다.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말씀은 아파트 단지 건설이 아

니라 길을 그렇게 크게 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

한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당

시 로마가 경험한 쥴리어스 시저의 개선 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오시기에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길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구세주가 오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큰길을 닦아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선구자로 세례자 요한을 선

택하셨습니다. 그를 보내시어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

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외칩니다.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세례자 요한이 군중이 몰

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다는 사

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광야로 사람들을 불렀을

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도시와 달리 척박하고 어떤 것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곳은 죽음의 시련의 땅입니다. 또한 불확

실성이 가득한 땅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친 

환경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광야는 또 세상과의 단절

이며 절대 고독의 땅입니다.  
 
 

  광야의 한 낮은 불볕더위로 모든 것이 메마르지만 

밤에는 싸늘한 바람이 살을 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내리는 폭우에 사방이 거친 물살에 

휩싸이는 강이 되어 버립니다.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

려 죽게 됩니다. 광야는 삶과 죽음의 경계의 땅입니

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세례자 요

한은 외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광야의 척박함은 오히려 삶의 겸손함을 배우게 합

니다.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사투라면 자

신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

니다. 더군다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더욱 더 작아지

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느님만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는 하느님 안에서 삶을 

강요합니다. 나아가 세상과의 단절은 절대 고독을 불

러오고 이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줍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

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가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성서적 사실은 공관 복음 모두 이 사실을 서술하는데, 

마르코 복음은 성령에 인도되어 가신 것이 아니라 성

령에 의해 광야에 내쳐졌다고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광야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존재하는 절대 고독과 삶과 죽음의 경계의 땅으로 부

르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

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 밤낮의 단식과 기도로 모든 세

상적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세상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광야는 하느님의 땅입니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구세주 예수

님을 맞이할 크고 넓고 곧은 길을 닦으라고… 
 

  오늘 코로나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

며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

천할 용기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지혜

입니다.  
 

  예수님은 만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집

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가르치지 않

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희생적 용

기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의 자비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골짜기를 모두 메우고 산과 언덕

을 낮게 하며, 굽은 곳은 곧게 펴고, 거친 길을 평탄하

게 만들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되고, 오래 걸리지만 

설렙니다. 우리의 준비와 기다림 끝에 우리 모두가 하

느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카 3:6) 
 

  오늘 입당송이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보

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

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

리라.” (참조 이사야서 30: 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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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제2주일  

첫째 주일 (12월) 

특별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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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 피정  

일시 : 12월 5일(오늘)  3 p.m.   

강사 : 이재원 다미안 신부님  

주제 : 비우고 치워야 될 나의 거짓 가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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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p.m. 미사  

         (8 p.m. 미사는 주일 특전 미사입니다.)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금)  8 p.m. 미사 

새해 미사  

주일 특전미사가 8 p.m.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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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일시 : 12월 8일(수)   7 a.m.   헌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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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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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반 예비자 세례 스케줄  

받아들이는 예식  

일시 : 12월 5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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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 특강  

부제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대림3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림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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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구세주를 기다리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아하

는 마음으로 성탄 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부재자 투표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성전 카펫 청소  

12월 6일(월) 10 a.m.부터 성전 카펫 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날에 성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의 날 행사  

날짜 : 12월 14일(화)    

이번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이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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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회의  

알 림 

반모임  

알 림 

안나회 만두 판매 

연령회 월례회  

12월 5일(오늘)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  

간호사회 월례회  

12월 12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의 참석 바랍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12월 7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Whitestone 구역 7반 

일시 : 12월 9일(목)  9:30 a.m.   

성당 친교실  

매달 2째주 목요일에 당부간 친교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로사리오회 월례회  

12월 12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안나회 만두 만들기  

성제회 월례회  

12월 12일(일)  9:30 a.m.    

장소 : 제1 교육관 지하  

요셉회 월례회  

12월 14일(화)  10 a.m.  판공성사  

11 a.m.부터 요셉회 월례회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는 12 p.m.부터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나회 월례회  

12월 14일(화)  10 a.m.  판공성사로 안나회  

월례회를 대체합니다.   

김파티마 라파엘 수녀님 종신 서원  

일시 : 12월 18일(토) 10:30 a.m.  

성당 : St. Patrick’s Church  

 212 Main St. Watertown, MA 02472 

김파티마 수녀님의 종신 서원을 축하 드리며  

수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Bayside 구역 3반 

반장 : 윤금숙 요세피나 (917) 698-3272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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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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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12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정재연, 김진배  

 

  

  

 

  

 온라인 헌금  

  

  

  

  

모집 

단원모집  

광고주 모집  

주보 광고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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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the feeling of absence of meaning in the world, we will learn to take hold of each piece of earth, 
each color, each sound, each human voice, and in the mystery of created things find Go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in the midst of ideological wars and issue-related arguments, we will discipline ourselves to be 

more aware of human feelings involved,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accept failure as proof of our common humanity, realizing that we are not made for 

dreams alone,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accept Christmas as the mystery of God being present where we would least expect him, 

that is, poor among the poor, we pray to the Lord. ◎ 

 That by obedience to the word of Christ, the world would bury hatred and prejudice,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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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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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Advent                                                                                                                December 5, 2021 (Year C) No. 2556 

Responsorial  

Psal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Baruch                      
   Baruch 5:1-9 (6C) 

Second Reading  

   
 

   Philippians 1:4-6, 8-11 

Communion Antiphon 

  Jerusalem, arise and stand upon the heights,  
   and behold the joy which comes to you from God.  

Psalm 126:1-2, 2-3, 4-5, 6 

Be A Candle Or Be The Mirror  

< Second Sunday of Adv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Another school shooting. A new COVID variant. Each day seems to bring even more bad news, even as 
the darkness becomes longer and longer. So what does the church do? We light another candle. This 
might seem like a small, insignificant gesture, but it sends a powerful message: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came into our world specifically to dispel the darkness. The light which Christ gives us is his own 
life, that we might too might go out and spread that light to everyone on earth. 
 
  Some years ago there was a movie about Thomas Edison, the inventor of the light bulb. It seems that 
when he was a teenager, his mother became deathly ill. She was too sick and weak to go to the hospital, so 
the doctor came to the Edison home to operate on Mrs. Edison and hopefully save her life. There was 
only one problem: it was nighttime and the kerosine lamps did not give off enough light for the doctor to 
see what he was doing. Without more light, Mrs. Edison would die. Rather than curse the darkness, young 
Tom Edison had an idea. He ran all around the house and the neighbors’ houses and gathered up all the 
mirrors he could find. These mirrors reflected and magnified the light sufficiently for the doctor to suc-
cessfully operate and save Mrs. Edison’s life. Thomas Edison went on to invent the lightbulb so that no 
one ever need die due to a lack of light. And so today, despite the bad news, we light our second candle of 
Advent as our pledge to do what we can to bring the light of Christ into our darkening world. We can be 
candles, or we can be mirrors to reflect and magnify Christ’s light to everyone we meet.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