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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한 영 미  김 철 순 

11시 미사  정 혜 숙  박 의 진  최 향 이 이 병 님  

6시 미사  최 유 승  박 범 영 김 가 희 홍혜진·전가별·선다형 

  

 Pastor  
 Parochi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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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예물준비성가 
  

510번 
34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봉 헌 

영성체성가  
 

178번 
168번 

성체 앞에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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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림 제1주일의 말씀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재

림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이

들이 종말에 보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대하며, 이 시기를 시작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림 제2주일과 제3주일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제4주일 말씀의 전례는, 이제 구

세주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우리가 기다려온 

그 날은,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

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 맞이

하게 될 사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저자로 알려진 미카 예언자는, 이스

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당시 활동했던 예

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

를 두고 우상숭배와 사회의 부정의를 지적했습니다. 

행동 없이 겉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채하는 이스라엘

을 비판하며 그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동시

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들

에게 구원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

을 내버려 두리라.” 그들을 내버려 두시리라는 하느

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해산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결정

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여인을 통해 이 세상

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

스도의 탄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

직 구세주의 강생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때

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2독서인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셨

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고 하

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

김철희 시몬 

대림 주일  
니다. 그러나 이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

데, 그 이유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시어, 우리가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

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

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

다. 제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구세주의 강생은, 예

언의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

의 역사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루어졌습니다. 구세주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

시고, 약속된 구세를 잉태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리아께서 믿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악을 물리치시리라는 하느님의 구원의 메

시지와,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구세

주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

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 모

든 약속을 믿었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시도록 순명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질 구세주의 강생에 대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

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

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

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노랫말은 엘

리사벳이 믿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도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

다. 이제 곧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탄신일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성탄 대

축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에게 구세주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날

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주간이 되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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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

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 45) 

 

 대림의 마지막 주일을 지냅니다. 기다림의 시간

의 끝에 기다리던 그 분이 오시는 성탄이 성큼 우

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림과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 성모님과 예수님

입니다. 성모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의 실현

이 바로 대림과 성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친척인 엘리자벳도 이렇게 고백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우리에게 대림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아직 처녀

인 성모님께 나타나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

태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전하였을 때 성모

님이 이를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건인 

성모 영보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하느님

은 당신의 아들을 성모님을 통해 인간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성모님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우리도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구원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희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

다.  

 

 대림의 희망은 성탄으로 구체화 됩니다. 하느님

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들 사이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느

님의 현존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의 아들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육

화강생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 사람이 되시었고 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희망으로 기다린 하느님의 아

드님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

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말씀은 창조

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말씀은 또

한 피조물인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자벳 

성인의 고백,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은 우리 믿는 이들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성모님은 죽음에 직면

하기도 하였지만 요셉 성인의 자비와 믿음으로 죽

음을 모면할 뿐 아니라 말씀이 안전하게 세상에 오

십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임신하게 된 성모님은 당신의 

친척을 방문하여 서로 의지함으로써 늙은 나이에 

임신한 엘리자벳과 혼전에 임신한 성모님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임신 기간을  안정되고 건강하

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길이 단 한 사람

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하

느님은 바로 이 공동체의 믿음을 바탕으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아드님을 보내신 것입

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구세주 예수

님께서 현존하는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세상 구

원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

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환의 마지막 네 번째 초가 밝혀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밝혀집니다. 



넷째 주일 (1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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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ving Tree 자선 모금 (나눔과 기쁨)   

 Tree 설치 장소 : 친교실 입구 

 기부방법 : Giving tree에 붙어 있는 카드나    
사목회 데스크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기부

하고 싶은 물품을 선정하여 기부합니다.  
 기부 기간 : 12월 23일(오늘)까지 
 기부 문의 : 사목회 데스크 

나눔 

특별헌금  

12월 25일(화) 본당을 위한 성탄 특별헌금  

12월 25일(화)  Catholic Charities 

성탄 꽃 봉헌 안내  

구세주를 기다리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

는 마음으로 성탄 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미사  

성탄 성야 미사  

12월 24일(월)  8:30 p.m.미사 
   7:45 p.m. 마니피캇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송년감사 미사  

새해 미사  

로사리오 메주 주문  예약 

품명 : 메주 

예약 기간 : 12월 23일(오늘)까지  

12월 8일(토) - 12월 14일(금) : 18,151단 

현재까지 총 누적 봉헌 단수는 31,503단입니다.  

2019년 새해 달력 

.   

2019년 유아 세례 

새해에는 짝수 달(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2019년 1월 4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혼인교리  

혼인교리 강좌 안내 신년하례식  

2019년 1월 1일(화)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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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1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일시 : 12월 23일(오늘) 3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도네이션 

한국학교 휴교  

12월 29일(토) 

한국학교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개학 : 2019년 2월 9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5일(토) - 1월 19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 정 토마스 교육관 교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학생 2명 $480, 

문의 : (718) 321-0095 

주일학교 방학 &개학  

방학 : 12월 23일(오늘) 
개학 :  2019년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도네이션  

기도뜰 조성을 위하여 김굉미 골롬바노 $2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12월 18일(화) 경로의 날 행사의 음식 일체

$2,000 이유경 크리센시아, 밥공기 500개 $1,350 
백종숙 율리안나  도네이션하셨습니다. 도움 주

신 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로회 일동  

뉴욕 간호사협회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대상 : 전 신자 

교육비 : $20 (주일학교, 한국학교 선생님 무료)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1 p.m.부터 (4-6시간) 
등록 : 사목회 안내데스크, 간호사회 혈압재는 곳 

Family and friends CPR 세미나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료건강보험 가입 안내 설명회  



알 림 알 림 

단원 모집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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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12월 23일 

 김남준, 문석현, 안영남, 전대영 

 

  

  

생활 상담소 

반모임 

성소후원회 정기총회  

 

요셉회 성당주변 청소  

12월 25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행사 관계로  

요셉회에서 실시해오던 매월 마지막 화요일  

성당 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2월 23일(오늘) 2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

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9:20 a.m. - 10:30 a.m.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단원 대상 : 전신자로서 40-70대까지  

                성실히 봉사하실 분  
일시 : 매주 일요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어머니 연합회 연말 파티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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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박종숙 데레사 

718-445-9000 
35-82 161 St. 신정갈비뒤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가정용 상업용 일체 

646-753-0470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부동산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아카디아 학원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Announcements  4th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Decembe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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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31,503 decades. 

2019 Liturgy Workshop for Jr-HS Students  
Date and Time : Sun., Jan. 6th after 9:30 a.m. Mass 
Please know that before we schedule to read at 9:30 
a.m. mass in August, they MUST read at least twice for 
the 12:30 p.m. mass in Jan-Feb.  
Snacks will be provided at the Liturgy workshop.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Jesus is Emmanuel (God-with-us), Wonderful Counse-
lor, Mighty God, Prince of Peace, God’s grace revealed, 
the Holy Spirit shared, a baby borne among us by the 
Virgin Mary. He is the Messiah, the Christ, the Anoint-
ed, God’s chosen, the Savior foretold by the prophets. 
He is the creating word of God made flesh, dwelling 
among us. Because of him, we are God’s holy people, 
the Lord’s redeemed, City of the Most High and 
Christ’s body. 

Giving Tree (Today is last day of collection) 
Giving Tree is in the church basement.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all donations in.  

Special collection 
For Special Gift for Our Parish on Tuesday, Dec. 25th 
For Catholic Charities on Tuesday, Dec. 2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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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30 p.m. mass and 7:45 p.m. Christmas Carol-
ing on Monday, Dec. 24th.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Tuesday, Dec. 25th.  
There is no 12:30 p.m. mass and 6 p.m.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 New Year Mass 
There is ONLY 9:30 a.m. and 11 a.m. mass on Tuesday, 
Jan. 1st, 2019.  

Christmas Show  
Date : Dec. 23rd (Today)  3 p.m.   Church basement   

Cornerstone Retreat 
Cornerstone is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at our 
parish. Please join us for our annual retreat. All are wel-
come.   
When : Friday, Jan. 18th to Sunday, Jan. 20th, 2019 
Where : Graymoor Spiritual Life Center, Garrison, NY  
Who : English speakers of any age (must be 18 and up) 
Cost : $175 ($50 for college students)  
Deadline : Friday, Jan. 11th, 2019 
Contact : David Yoo (646) 541-5748 
Registration forms are in the office.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Age : 3.5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5 (Sat) - Jan. 19 (Sat)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student. (If 3 children register, one 
child fee will be waived.) 
Contact : (718) 321-7676 / (718) 321-0095 

Sunday School Winter Break (Starts Dec.30th)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Infant Baptism  
There will be th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19.  

Korean School Closed Saturday, December 29th 
Korean School will be resumed on Sat., Jan. 5, 2019. 

Video of Regional Meetings with Bishop DiMar-
zio and the Lay Faithful of the Diocese of Brook-
lyn-Queens regarding current Sex Abuse 
 

The video is a compilation of a series of meetings Bish-
op DiMarzio had with the Lay Faithful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sex abuse, the church’s response a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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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Christ, obedient to his Father, may guide all members of the Church to trust in God’s promise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Christ our peace may silence the thunder of strife and war at this tim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who lived so humble among us, may draw us closer to the poor, the lonely and the ne-

glected in the Christmas seaso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blessed fruit of the Virgin’s womb, may teach us to love and honor his Mother in our 

home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hrist the shepherd of his people may bring the departed into his kingdom,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Emmanuel - God With Us 
<Fourth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23, 2018 

 As Christmas draws near we pause to look beyond all the decorations, parties, decorations, preparations and bus-
yness to focus on the sublime simplicity surrounding the Incarnation: in the fullness of time God came to us —as 
a baby! 
 
 Isaiah prophesied that the Messiah would be born, not in Jerusalem or to a wealthy or powerful family, but in the 
little, insignificant town of Bethlehem. The gospel challenges us to re-examine our values. Jesus was born in a re-
mote part of the Roman Empire, in a small town, in a stable, to a young woman. Today’s gospel is so beautiful in 
its simple humanity: two pregnant women rejoicing at the mystery of God working through them. 
 
 God became human to restore humans to holiness by showing us how beautiful it is to be human, even (or espe-
cially) when we are small, weak and vulnerable. Here is the uncomfortable truth of the Incarnation, from crib to 
cross: Christians believe in a vulnerable God. The lights and carols and incense must not drown out the sound of a 
baby crying and of a tortured man breathing his last. God takes our humanity very seriously. Can we do any les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Advent                                                                                                              December 23, 2018 (Year C)  No. 2399 

Responsorial Psalm   ◎  Lord, make us turn to you; let us see your face and we shall be saved.  

Entrance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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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0:5-1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Cristine An Angie Yang Matthew Choi Timothy Shon  Dylan Kim·Jason Choi·Benjamin Jeong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O Come, O Come, Emmanuel 38 
Breaking Bread Communion 

50 
596 

Breaking Bread 

Offering 313 
Breaking Bread Closing 4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We are Waiting 48 
Children’s Mass Communion Holy table, Holy Bread 290 

Children’s Mass 

Offering Jesus, Jesus 178 
Children’s Mass Closing Advent Canon 

54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