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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김 성 진  지 명 은   Mina Kim • Stella Park  

8시 미사 오 규 화  이 재 명  강 미 숙  김 철 순  Jasmine Lee • Edwin Shin 

9시 30분 미사  Irin Cho Dylan park Jacob Park Christopher Park Dylan Kim • Terri Kim  

11시 미사  박 의 진  김 영 진  김 정 옥  주 호 종  Kevin Kim • Songyee Kim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강 석 구 강 석 구  임 칠 성  Jason Choi • Jaycee Choi  

5시 미사  이 미 첼  왕 은 희  왕 은 희  왕 은 희  전 가 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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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대림 제3주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곧 주님의 탄생 기쁨을 

맞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엠마뉴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다

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대림 3주가 되게 오늘 복음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대림 제3주 복음인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정체에 대해 유다인들은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

은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

지를 대답하기보다는 누가 아닌지를 선포합니다. 

 

  요한은 유다인들의 “당신은 누구요?”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엘리자벳 이 그를 잉태 하면서 그는 성령 하느님의 선

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돌아온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언자의 

차림을 하고, 죄의 회개와 하느님의 심판을 성령의 이

끄심으로 선포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에 답답

해진 유다인들은 “그러면 그 예언자에?”라고 묻습니

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 인지 유다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후예로서 모세처

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는 유다인들에게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며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물의 세

례를 주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르

단에서 성령의 안수를 받고 세상에 나타나실 그리스

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요한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면서도 요한

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요한의 대답에 그들

은 계속 요한을 재촉하지만 요한은 굳어진 그들의 마

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곧 세상의 잘못

을 비춰 주시려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길

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유다인들은 요한의 외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

다.  결국 그들은 코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알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최고의 관심

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감염 

되지나 않을지, 부모님, 형제,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

이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

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들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와 외부 활동을 전혀 못 하게 되어서 

생긴 자녀들의 정신건강, 사회 격리가 길어 지면서 

가정의 수입이 많이 줄어 들어 앞으로 생활할 걱정,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앞날의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거의 코로나가 세계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와 연관이 되어 버렸습니

다.  개인 생활, 가정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사

업, 공동체, 사회, 정치,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코로나라는 

“병”이 뉴스에서 대화의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관심은 “코

로나”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

각, 말, 행동, 인간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도 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에게 장해물이 되어 버렸

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일상생

활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위해

서 전파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

렸습니다. 

 

  유다인들도 당시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 

만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

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참 평범한 밤 근

무를 하는 목동들과 저 멀리서 별 하나를 보고 찾아

온 이방인 박사 세 명 외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밝혀 

주실 구세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동들 

그리고 삼 왕은 유다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구세주

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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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목동들과 삼 왕은 유다인들과는 달리 이웃에게 관심

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들이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오심을 

천사들이 선포 할 때 귀 기울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에 쏟아져 있는 지금, 이 어지러

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려 오시는 예

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던 목동들과 같이 삼 왕과 같

이 맞이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대림이 아닌

가 묵상합니다. 

 

  내 마음도 어둡고 힘들지만,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일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미사 때 뵙는 예수님께 진정한 미소를 

짓는 대림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날이 어둡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정성을 나누는 대림이 된다면? 

 

  이 어지러운 시기에 “코로나” 또는 “내가” 관심의 

중심이 아닌 아기 예수님과 이웃이 우리의 관심의 중

심이 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

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필리 4,4.5 참조) 

 

  오늘은 대림 시기 제3주일 ‘Gaudete Sunday’입니

다. Gaudete는 ‘기뻐하라.’라는 뜻의 라틴어로 오늘 

입당송의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그 

기다림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다림의 기

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입당송은 바오

로 성인의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4장의 

말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

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

님께 아뢰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기뻐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오로 성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충고합니다.  

 

  뉴욕도 지난봄에 격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가 다

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식당

들도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걱

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입당송처럼 바오로 성인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격려합니다. 구원

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뻐하라는 말이 경거망동하거나 막연히 용감

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위험에 조

심하며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항

하여 안전수칙은 당연히 더욱 열심히 지켜야 함은 당

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떨고 있다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라

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

다.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찾

지 않아도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듯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쁨과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고,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

변의 식구들과 이웃의 존재로 든든해짐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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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기

뻐하면 기뻐할수록 기뻐할 일이 더 생깁니다. 마찬가

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상

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안에서 따듯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 본당도 차가운 겨울처럼 

마음이 차가워진 신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대림 첫 주간에는 판공 성사로 어두운 마음을 

씻고 새롭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고 지난 주일

과 이번 주일에는 새로 부임하신 박효신 요한 신부님

의 대림 피정으로 우리 신앙 조상들이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는가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고난을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

어 극복할 것인가를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성탄절 신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 성탄

절 이브 미사를 24일 오후 5시에 증설하였습니다. 이

로써 저녁 8시 미사와 함께 두 대의 미사가 성탄 전야

에 있고, 성탄절 당일에도 아침 8시 미사부터 12:30 

미사까지 4대의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면

서도 따듯하고 기쁜 성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바자회를 예전

과 같이 성대하게 진행하지는 못했어도 몇몇 단체의 

열성과 성당의 경제적 사정을 염려해주시는 많은 공

동체 신자들의 도움으로 약 8만여 불의 기금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봉사자들과 도움을 직간

접으로 주신 우리 공동체 식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와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쁨 주일(Gaudate Sunday)’입니다.  주님

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펜데

믹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

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

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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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알 림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이순덕 마라나 $1,000, Archirus Corp $500, 이

은실 $500, 배태문 데레사 $100, 익명 $50 도네

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피정  

성탄 꽃 봉헌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송년 감사 미사  

특별 헌금  

예비신자 성탄반 세례•견진 성사   

예비신자 세례•견진 성사 연습 

일시 : 12월 14일(월)  8 p.m. 본당  

예비자 및 대부모님은 필히 참석 하셔야 합니다.  

문의 : 선교분과  

세례/견진 

성전 카펫청소  

2021년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 통독  

1월 1일 2021년부터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됩니다. 작년에 배부한 것과  

같은 ’성경 읽기표’는 12월 20일(일)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2021년 새해 달력 배부 지연   

매년 12월에 배부되었던 새해 달력이 COVID19

으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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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기금 마련 바자회  

COVID19로 인하여 올해는 예전과 달리 먹거리 

관련 바자회는 하지 않습니다. 경품권과 도네이

션 위주로 진행 됩니다. 경품 추첨은 12월 13일

(오늘)입니다.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 Cash $2,000 (1명) 

2등 :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1명) 

3등 : 공기 청정기 (2명) 

4등 : 다이슨 무선 청소기 (3명) 

5등 : 에어프라이어 (5명) 

6등 : 공진단 (20명)  

그 외 행운상과 아차상등 다수의 상  

성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요셉회  $8,000 21 유니온 약국 신인순 레오니아 $500 

 

2 중앙 장의사 하봉호 어거스틴  $5,000 22 홍성우 베드로 $500 

3 익명  $5,000 23 이충웅 비오  $500 

4 박영서 베드로 $3,000 24 다보 안경  $500 

5 한해남 요셉 $2,000 25 간호사회 $500 

6 추영철 미카엘 $2,000 26 강준석  $500 

7 후러싱 1구역 1반  $2,000 27 이성희 글라라 $500 

8 익명   $2,000 28 익명  $500 

9 베드로, 하상회, 대건회 친선 골프대회 $1,100 29 익명  $500 

10 오세정 바오로  $1,000 30 울뜨레아 사무국  $300 

11 노태균 타디우스 $1,000 31 박상호 야고보  $300 

12 김재국 요셉 $1,000 32 익명 $300 

13 주호종 안드레아  $1,000 33 파랑새 콜택시 김기영 가밀라 $200 

14 박기호 베드로  $1,000 34 이종민 베드로  $200 

15 제일 장의사  $1,000 35 최원철  $200 

16 김용철 바오로  $1,000 36 조아 약국 $200 

17 익명  $1,000 37 이종배 안드레아  $100 

18 정봉재  $500 38 강정자 엘리사벳 $100 

19 플러싱 삼원각  $500 39 익명  $40 

20 본당 CLC 회원들 $500    

물품 도네이션  

1 박노태 요셉 산삼 공진단 10 박스 

2 우지섭 다미아노 녹용 명품 공진단 10박스 

3 정옥락 막달레나  여아용 드레스  

4 김용환 베드로  손재정제, 화장 클리닝 티슈  

성당 바자회 물품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자회 경품권 추첨   

일시 : 12월 13일(오늘)  4 p.m. 

대림 피정이 끝난 후 본당에서 경품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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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성경통독 후기 모집 

지난 1월1일(수)부터 시행된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요즈음 매일 성

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

와 사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성경통독 후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A-4용지(Letter size) 1매 분량 

 연락처기입 필수 

 stpauledugroup@gmail.com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제출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요셉회 월례회  

안나회 알림  



         미사 봉헌                                                                                     202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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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ully Awake In Christ  

< Third Sunday of Advent > 

       Weekly Homily                                                                                                                                                     December 13,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 is a story about Buddha where the local villagers ask him, “Are you a god?” 
“No,” the Buddha said. “I am not a god.” 
“Then are you a saint?” 
“No,” he said. 
“Are you prophet?” 
“No, I am not.” 
“Then what do you say for yourself? What are you? Who are you?” 
“I am,” the Buddha said, “Awake.” 
To Buddha, being spiritually awake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holy, being prophetic, or even being a god. When 
you are fully awake you are fully aware to the reality of everything around you. You see truth because you are true 
to yourself. 
 
  John the Baptist had a similar encounter with the local people. They wanted to know who he was. Was he the 
Christ? Or Elijah? Or the Prophet? John answered no. 
Instead he said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Like Buddha, John 
the Baptist knew exactly who he was. He didn’t get his identity from his followers, much less from his adversaries. 
And the self-awareness was precisely what attracted people to him. 
 
  This Advent (unlike no other) the Church invites us to learn who we are—in relation to Christ. When we are 
comfortable with who we are, despite faults, weaknesses and even sin, we are secure in our identity even in a rapid-
ly changing world.  

2nd Sunday in December                                                                                       

9 

Special Collections  
Dec. 13th (Today)  Religious Retirement Fund 
Dec. 25th (Fri)   Catholic Charities  

Announcements 

Sharing Love  
Date : Until Dec. 31st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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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7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If you wish to participate with the flower offerings for 
the Advent season,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Seeking A Cantor  
We are looking for Logos choir members in high 

school who can be cantor for 9:30 a.m. mass. Graduat-

ed Logos members or music majors can also apply. 

Please speak with Isabel Shon for further inquiry (917) 

868-2810.    

The Nativity of the Lord (Vigil Mass) 
Date : Dec. 24th (Thu)  5 p.m.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Date : Dec. 24th (Thu)  8 p.m.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and 11 a.m. mass, 

and 12:30 p.m. mass on Friday, Dec. 25th.              

There is no 5 p.m.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re is ONLY the 8 p.m. mass on Thursday, Dec. 

31st.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Advent                                                                                                            December 13, 2020 (Year B)  No. 2504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1:1-2a, 10-11 (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1 Thessalonians 5:16-24 

Communion Antiphon 

   Say to the faint of heart: Be strong and do not fear.     
   Behold, our God will come, and he will save us.  

 

  

 

◎ Lord, hear our prayer.

◎

◎

◎

◎

Rejoice al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