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제3주일                                                                       2021년 12월 12일(다해) 2557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5번 

167번 

 주의 잔치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황 영 선  이 철 선  이 영 경  조 은 경  

8시 미사 김 대 성  이 헌 구  윤 금 숙  정 춘 홍  

9시 30분 미사  Ryan Kim Rachel Hong 

11시 미사  김 영 진  한 해 남  

12시 30분 미사 Allya Shon Teacher Teacher 

5시 미사  이 미 첼  박 지 은  문 소 영  김 남 효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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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12월 12일 

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대림의 중간 지점

을 맞이하는 대림 제3주인 오늘 스바니아 예언서

에서도 지난 이주 구약 독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귀양살이를 끝내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다는 희망찬 예언의 독서입니다. 그러나 스바니

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고향인 예

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딸.”리라고 

부릅니다. 주 하느님이신 승리의 용사께서 딸 예

루살렘 한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을 두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

며 당신의 사랑으로 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 주

신다는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귀양살이가 끝

날 때에 “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느

님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한 가운데 계시

며, 이 “딸 예루살렘“을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

회는 대림 제3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의 탄생

에 핵심적인 역활을 한 성모님을 묵상하며 성탄

을 맞이 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서 당신 태

중에 하느님의 아들을 모신 첫 감실이시기에 성

모님이야 말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딸 예루살렘“입니다. 스바니아 예언서의 “새로

운 딸 예루살렘“의 의미를 묵상 하면서 오늘 12

월 12일이 꽈달루페의 동정녀 성모님 축일을 같

이 지내게 되는 기쁨을 같이 묵상해봅니다. 

 

  과달루페의 동정녀 성모님께서 완 디에고 에게 

발현하셨는데 그 모습은 아기를 잉태해 만삭이 

된 처녀의 모습으로 1531년 12월 달 발현하셨습

니다. 이 발현은 처음으로 성모님의 모습을 세상

에 보여 주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핵심적인 역활을 하신 성

모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모님께 무

엇을 기도 드려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

을 해야 할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고르게 닦으며 죄의 회개와 물로 세례를 받

을 것을 외치며 곧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맞이

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

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은 그들에

게 공평한 관계와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

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그리스어로 

“metanoia”로 그 뜻은 “돌아서다.” 라고 해서 “마

음을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

아서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

아가는 것이 두 번 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 

마음을 가지고 삶과 생활에서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인 자선과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을 묵상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그럼 우

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처

럼,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의 죄의 회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쭤보며 어머니의 전구를 청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면

서 성탄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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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3 

  오늘은 대림 제3주일 12월 12일입니다. 어느새 3번

째 대림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이 다가올수록 겨울을 

깊어집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을씨년스러움이 

더욱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님의 희망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현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무게는 

함께 지고 갈 때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비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마태오 11: 30) 하고 사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성탄은 바로 이 삶의 비밀의 구체적 실현

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한 삶, 내만이 옳은 아집의 삶, 내 이

익을 위해 편 가르는 삶, 내가 웃기 위해 남의 울음을 

당연시하는 삶, 내가 풍요롭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정당화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하

느님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위로와 평화가 아니라 

단죄와 심판이 난무하는 세상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

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

시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싸여 혼란스러워하던 군중은 이 복음에 희망

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비추는 빛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희망의 이유로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오셨

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와 용서의 복음은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세상에 

온기를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의 복음입니

다.  

 

  오늘의 복음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

음을 알려준 선구자 요한이 그 사랑을 맞이할 준비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

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3: 

11)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

하고 착복하던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3: 13) 군인들에게는 “아

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

하여라.”(3: 14)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일상의 나눔과 배려로 

시작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세상은 바로 이렇게 각 

개인의 사랑 실천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회개와 용서의 사랑은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

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바로 하느

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 힘든 세상을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

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경제적 불안감으로부터 고

통을 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을 행

복하게 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삶 현장에 하느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

로와 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소한 배려와 

감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설렘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동체 식

구들과 서로 미소를 나누며 기다립니다. 반가운 인사

를 나누며 기다립니다. 소소한 일상에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이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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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제3주일  

둘째 주일 (12월) 

특별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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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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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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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자 명단 “축하합니다!“  

교무금 약정 안내문  

전산 착오로 인하여 교무금 약정 안내문이  

여러장 발송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판공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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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2월 12일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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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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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정호 아가다 가족 $1,000, 익명 $1,000, 

강 바오로 $500, 박미선 헬레나 $300, 익명 

$300, 김성진 미카엘라 $50, 익명으로 상품권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반 예비자 세례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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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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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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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회의  

알 림 알 림 

성체조배 안내 

평일 성체조배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당분간 

사무실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시간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안나회 만두 판매 

간호사회 월례회  

12월 12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의 참석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12월 12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안나회 만두 만들기  

성제회 월례회  

12월 12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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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2월 19일(일)  9 a.m.—12:30 p.m.  

.  

베드로회 월례회  

 

장소 : 성당 친교실  

두레 대림절 특별 기도 모임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성당 친교실  

청소년 봉사팀 두레에서 매달 셋째주 토요일

에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위해 특별 기도모임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9-12학년 학

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Email: duraeteam@gmail.com  

Instagram: @_durae 

등록은 옆에 있는 QR code를  

사용하세요.  

mailto:duraeteam@gmail.com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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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12월 12일 

생활상담소 상담 

12월 1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강석구, 정재연, 김진배  

 

  

  

 

  

온라인 헌금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Bayside 구역 6반 

반장 : 윤기춘 바오로 (646) 578-3546 

단원모집  

Bayside 구역 3반 

반장 : 윤금숙 요세피나 (917) 698-3272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알 림 

미사 봉헌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양희정 모니카 (917) 85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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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the Church, that it will stir our imagination, risk 
its life as Christ laid down his freely, and make us 

brav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

er. 

 For those who have been newly elected into office, 
that their ideals and energies will increase, not less-
en, as the burden of serving the emergencies of 

people and cities increas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at their 
striving for independence will raise up those who 

would heal the burnt earth,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control wealth, that their under-
standing of the world’s needs will grow, that they 
will share their good names and prestige with all 

who seek a just way of lif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weak in heart, that with John the Baptist 
they may find strength in Jesus and his message,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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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Tree (Sharing Love)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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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Collection  

Durae Special Advent Prayer Meeting   
Date : Saturday, Dec. 18th  
Time : 4 p.m.—7 p.m. 
Location : St. Paul Chong Ha Sang Basement  
Email : duraeteam@gmail.com  
Instagram : @_durae 
Please use the QR Code for registration.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for youth, is hosting an 
in-person monthly prayer meeting every third Saturday 
of the month. We invite high school students and Sun-
day School teachers for games, small 
group discussions, time of prayer and 
praising with our Durae praise team so 
they can encounter God’s love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Advent                                                                                                             December 12, 2021 (Year C) No. 2557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Zephaniah                      
   Zephaniah 3:14-18a (9C) 

Second Reading  

    
   Philippians 4:4-7 

Communion Antiphon 

   
 

Isaiah 12:2-3,4,5-6 

Overcoming Evil With Radical Joy  

< Third Sunday of Adv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darkness deepens. Sorrows increase. Doubt grows. Bad people flourish while good people suffer. 
Who wouldn’t be discouraged? Catholics, that’s who! On this third Sunday of Advent, the Church calls us 
all to rejoice. Instead of purple, today the priest wears rose-colored vestments. We light the third candle 
which is pink. And throughout the readings, psalms and prayers today, the word “rejoice” is repeated over 
and over. But what if you don’t feel happy? What if you are sad, or angry, or lonely. What do you do with 
your negative feelings when people around you seem happy? It almost makes you feel worse, doesn’t it? 
 
  The worse thing you can do is suppress your real feelings or pretend you’re happy when you’re not. Take 
your sadness, disappointment and anger and express them honestly to God. You might be in a dark place 
now for many reasons, but you are not alone. God never promised us that bad things won’t happen to us, 
but God did promise to remain with us even when others abandon us. Advent is when we await the com-
ing of Emanuel, God-with-us. But Jesus already came. God has already blessed us with life, health, faith, 
friends and family. Acknowledge what makes you sad, but then also count your many blessings. Today we 
light the third candle in Advent to affirm that after a storm, there is often a rainbow. And dawn follows 
darkness. And even in the darkest night, a star will guide our way. Jesus said he came that we might have 
joy and our joy will last forever. Let us rejoice!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