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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카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미카 5,2)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곧 메시아는 한 여인한테서 태어날 인간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
간이며 온전한 하느님이라고 알고 있기에 이 예언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구
원하러 왔다고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를 생각한다
면 이 예언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
니다.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우리는 지난 대림시기 동안 하느님 말씀 안에서 주
님의 오심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지
금,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주님
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3. 미카 예언자는 메시아가 목자일 것이라고 덧붙입니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착한 목자”(요한 10,14)라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그동안 기다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려온 구원자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평화에 대해서 언
오늘 대림 제4주일 제1독서로 우리는 미카 예언서
급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태
어나시기 700년 전 인물로,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
이렇게 오늘 제1독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교 지도자들의 부도덕함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700년 전의 미카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형식적인 예배를 질책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
에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였고, 동시에
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예언하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하느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
태어난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는 질문입
해 주었습니다.
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미카 예언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자신이 내린 벌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
특히 오늘 독서의 마지막 예언, “메시아는 그 자신이
라는 희망과 구원자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명해줍니다.
평화가 되리라”(미카 5,4)는 예언 앞에서 우리는 자연
오늘 독서에서 전하는 구원자에 대한 정보는 4가지입
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직 ‘나와 이웃과 세상에
니다.
평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느님의 말씀과 예
언,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와 무슨
1.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
상관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운데에서 가장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
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 나오리라.”
오늘 복음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미카 예언자는 구원자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도움으로 구원자를 잉태한 마리아가 첫 번째로 한 행
“베들레헴”이라고 지목합니다. 마태 2,5-6에서 동방
동은,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떠나는
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로데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잉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나 안
어딘지 묻는 질문에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유다
락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마리아가 서둘러 먼 길을 떠난 것은, 고령의
또한 요한 7,41-42에서 군중들이 갈릴래아에서 활
임산부인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하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
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몸
유다인들은 미카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안에 구원자를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
리가 머리로 알게 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
헴에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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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믿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가 몸으 그럼에도 일상에서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과 공동체 방
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주일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 우리 본당 친교실에서 “코로나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고 깨닫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최근 감염자의 급증으로 검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 그러니 편리하게 우리 본당에서 할 때 조금 시간을 내
고 있다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게 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 성당 방역 봉
된다고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에 많은 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살 때 얻을 수 있기
오늘 주일 제1독서의 미카 예언서의 말씀은 오늘 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 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
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도록 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에게서 나오리
라.” (이사야 5: 1)

Pastor’s Desk

하느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
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소박하게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오늘은 어느새 네 번째 대림 시기 마지막 주일인 대
림 제4주일입니다. 성탄이 성큼 다가오면서 어둠은 더
욱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마치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
킬 것 같이…이와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로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왜 인간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적인 화려함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고 보잘잘
것없이 비루한 곳으로 오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우
리 희망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
게 빛을 주시고,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로 어수선한 이때 모두 안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나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
씀대로 살아가면 이 힘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
을 것입니다.

어둠을 거두고 모든 이를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이 들뜹니다.
마치 긴 등반 끝에 산마루가 눈 앞에 펼쳐질 때의 마
이는 구세주 예수님의 계명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칠 정도로 힘들
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지만 힘이 솟구치는 순간일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속
이렇게 기쁨을 누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이고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
회개의 의미를 묵상하고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
다.
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돋보이는 해였습
이러한 믿음을 성모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모님의
니다. 지난 화요일 대림 판공 때에 500분 이상이 판공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엘리
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자벳의 성인의 고백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는 또 우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탄생의 순간을 기다 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리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라디오에서 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
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케롤이 성탄을 더욱 설레게 하
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
고 기다리게 합니다. 케롤의 흥겨운 멜로디에 코로나
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 41, 45)
바이러스의 불안도 우리 일상에서 흘러나가 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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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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성탄반 예비자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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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19일(오늘) 5 p.m. 미사 중

성경 읽기표
새해 새로운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성당 입구나 사무실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배포지연
2022년 본당 달력 하역 작업이 지체되어 배포일
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포일은 추후 공지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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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2월 19일(오늘) 9 a.m.—12:30 p.m.
.

교무금 약정 안내문
전산 착오로 인하여 교무금 약정 안내문이
여러장 발송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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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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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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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2021년 12월 19일

알 림

알 림

미사

코비드19 검사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금) 8 p.m. 미사,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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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특전미사가 8 p.m.에 있습니다.

신년하례식

나눔

주일학교

나눔과 기쁨 (기빙츄리)

주일학교 방학 &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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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휴교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사무실 휴무

감사합니다.
사목회장 박영서 베드로

$500

이은실 마리아

$500

청아사 조계종

$500

플러싱 2구역 7반

$100

허영아 글로딜다

$100

박 아네스

$100

정승숙 골롬바

$100

조연희 & 조병호

$100

익명

$100

익명

$100

익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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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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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2021년 12월 19일

알 림

알 림

2022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단체 및 회의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2월 19일(오늘) 11 a.m.
장소 :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장소 :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12월 19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반모임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1구역 3반

영상 링크 : https://youtu.be/LEswS9pR9-E

안나회 만두 판매
반장 : 김영란 마리아 (917) 929-4668
Flushing 2구역 1반

로사리오회 생선전 판매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연령회 새임원
회장

양만석 스테파노

고문

부회장

천병수 바오로

이원흥 마르코

조승동 이나시오

정길수 알로이시오

총무

남미영 레지나

윤건 토마스

회계

정인숙 빈첸시오

Bayside 구역 4반

원유욱 안젤모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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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12월 19일

알 림
경로잔치 도네이션

특별 헌금

생활상담소
생활상담소 상담
12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두

우리의 정성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7

미사 봉헌

202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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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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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December 19, 2021

3rd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Special Collection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Giving Tree (Sharing Love)

The Vigil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 New Year Mass

COVID Test

The Vigil Mass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Sunday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Closing for Christmas


That as we love Mary, who was a humble person,
we may understand how people without power
and countries without wealth are important, too.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Church Office Closed
Date : Dec. 25th (Sat) Christmas Day
Date : Jan. 1st (Sat), 2020 New Year’s Day



That we will learn how to heal the divisions in
our country between all ethnicities, ages, and economic positions, we pray to the Lord. ◎

2022 13th Bolivia Mission


That as Mary hastened to help her older cousin
who was in need, we will not be afraid of the sick
and the old but will love them, we pray to the
Lord. ◎



That pregnant women will deliver healthy babies
and give them happy homes,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ith addictions: that their strength and
cure can be found in God and his people, and
that in us they will have true friends to see them
through their crises,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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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Advent

December 19, 2021 (Year C) No. 2558

Blessed are you who believed that what
was spoken to you by the Lord would be
fulfille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Micah
Micah 5:1-4a (12C)

Second Reading
Hebrews 10:5-1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Psalm 80:2-3,15-16, 18-19

Mary As Ark Of The New Covenant
< Fourth Sunday of Adv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On this last Sunday before Christmas, the gospel directs our attention to a scene so human it is divine:
two pregnant women supporting one another. One, a young women just married; the other, an old women long past child-bearing age. Yet both pregnancies are miraculous! The young woman remained a virgin
despite being pregnant. The older woman shouldn’t have been able to bear a child,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begins with two women with miraculous pregnancies.
Elizabeth became mother to John the Baptist. Mary, of course, is mother to our savior and redeemer, Jesus Christ.
The leaping of the baby within Elizabeth’s womb at the sound of Mary’s greeting has deep significance.
In the Old Testament during a battle, the Ark of the Covenant (containing the tablets with the Ten Commandments and signifying the Presence of God) was captured by the Philistines. They, however, endured
plagues as punishment and begged the Israelites to come “to the hillside of Judea” to come take the Ark
away, which they did. King David danced before the Ark of the Lord as it entered Jerusalem. The Bible
says David danced so freely his clothes fell off! He thus danced naked before the Ark bearing the Presence of God. And that’s exactly what the baby John did before the Virgin Mary, thus claiming her as the
Ark of the New Covenant, bearing the Presence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