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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기뻐하십시오……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이사야 52: 7) 

Merry and Blessed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케롤 중의 하

나가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이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가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추운 겨울 날씨에 일 년 중 밤

이 가장 긴 이때가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합니다. 추워서 일상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

하시듯이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카드와 선물로 

나누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

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선물이 엄청나게 크고 

근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

음이 전달되면 행복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서로

가 서로에게 선물일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오

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

리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러 오셨

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통

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 복음은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

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1: 1, 14) 하느님

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은총

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느

님께서 한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 사람을 보고하신 첫 마디는 

“좋다.”입니다. 이 한마디에 당신의 그윽한 사랑

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당신 

보기에 참 좋은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

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용서하시

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애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를 가장 아

름답고 기쁠 때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

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기에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

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이 난국

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

니다. 탓하기보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화내기

보다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숨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듯이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이때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참조 필

리피 4:4)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퀸즈성당 모든 형제 자매님

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임석원 요한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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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우리 한가운데에 머무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께 깊은 경배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성당 가족들의 가정과 온 인류에 '생명의 빛'이 

강하게 움터 나오길 기도하며,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누리시길 희망합니다. 

 
새해에도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즐겁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Immanuel~~!  

<최 우니따스 수녀>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밤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주님의 별을 알아 보고 저 멀리서 그 별을 

따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와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우리를 비추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별 빛 만큼은 세상의 어두움에서도 우리
를 비춰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밝은 빛이 모든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불 빛으로 비춰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Merry Christmas!!! 

–남희봉 벨라도신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어둠을 아기 예수님의 빛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의 온갖 축복과 기적을 받으시길 빕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2021년도는    

건강과 평화를 누리게 기도합니다.   

- 배종섭 신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여 퀸즈성당 교우분들     

가정에 사랑과 평화와 건강의 은총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영서 베드로 

예수님의 성탄과 새해에 평화와 희망과 사랑이 언제나 

퀸즈 성당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 진명 부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성탄이 오면 언제나 흥얼거리는 성탄 케롤입니다.  
 

이렇게 2020년을 휩쓴 팬데믹으로 두렵고 힘든    

시대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절실히 기다리는 희망이

며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견뎌왔고 또 그   

끝날까지 견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함께 들리

는 기쁜 소식은 그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케롤처럼 기쁘게 주님을 맞아    

우리 본당 식구들 모두가 주님 탄생의 기쁨을 누리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과 

함께 희망과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엠마뉴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Merry and Blessed Christmas for all of you 

whom God loves!                   

                                -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