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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미사  

사랑을 입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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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가

정의 생활환경에 적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정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

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

체가 가정이듯,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생겨나고, 신

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유아세례, 첫영성

체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으로, 선교사들이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정공동체

가 맡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가 신앙을 기르고 실천하는 기초를 닦는 곳입니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정 안에서 배우고 실천해 나

갈 때, 그 영향이 주변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우리 사

회가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성가정은 온 가

족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복음이 

실현되며, 선한 영향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신앙 공

동체입니다. 가족 전체가 신자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는 이유만으로 성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

니다. 하느님을 믿는 가정공동체라도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모

르는 가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늘 예

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가족들이 서로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권위 있는 가르

침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뒤

로하고, 짧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루카 복음사가가 예

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복음은 예수

님께서 부모와 함께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

렘으로 가곤 하였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마리

아와 요셉께서는 그 먼 거리를 며칠을 걸어가셨습니

다. 그렇게 먼 길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 감

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께서는 신앙의 열정을 지니신 분들이었고, 예수님께

서는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유년 시절부터 올바

른 신앙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점

은 왜 예수님께서는 축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

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뒤에야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하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의아한 생각과 함께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축제 기간이 끝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신 점

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

님 성탄 대축일을 지냈는데, 비록 축제일은 지났지만, 

여전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

고 말씀하시며, 우리 또한 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복음은 이어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돌아가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전합니다. 축

제일에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며 가족 구성원들과 친교를 이

루는 가정이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며 지내는 성가정

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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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은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축제일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러 성

전에 가는 장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온 가족이 주

일과 대축일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과 이어

집니다. 그리고 축제일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 계신 모습은, 성가정은 가족

이 주일에 성당에서 미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의 삶에서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가정은 단순히 화목하고 무탈한 가정을 일컫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성탄의 분위기가 우리

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지만, 실제로 마리아께서 

혼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신 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가정은 결

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가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일을 

지내며 성가정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 각자 가정에 필

요한 신앙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기뻐

하라고 하십니다. 진정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어제 

성탄을 지내고 오늘 또 주일을 맞아 미사에 참례하시

는 여러분의 신앙심에 하느님도 참 기뻐하시리라 믿

습니다.  

 

  이번 주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쁘고 들

뜨는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쁘

고 들떠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 기쁨이 이웃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전파되  

고, 웃음도 전파되고, 기쁨도 전파됩니다. 전파에는 이

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접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바이러스를 조심하듯이 악의 유혹을 조심하고 사

랑이 가득한 행복과 축복에 접촉하여 더욱 행복하고 

기쁘면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

에 전파될 것입니다.  

 

  어릴 적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도 이맘때면 서로 “메

리 크리스마스!” 하며 웃음과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날

씨는 매섭게 추웠지만, 마음은 따듯했던 기억이 아직

도 가슴을 포근하게 합니다. 행복한 추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 주일’을 맞이 합니다. 요

셉, 마리아, 예수님의 성가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 가족의 시작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소위 “콩

가루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되기에 불가능했

습니다. 그러나 성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과 마

리아가 하느님을 굳건하게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에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실 수 있었

고 세 사람은 아주 거룩한 성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

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우리는 수많은 이유

를 대면서 행복하지 못한 현실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행복의 조건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상대방의 상냥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

의 인간적 사랑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이 행복의 조건

입니다.  

   

  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랑을 하니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배려

심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

비심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

다. 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를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복을 이미 차버렸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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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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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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남을 이렇다 저

렇다 비판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가 

유다는 자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유다의 일은 배신이지만, 우리의 것은 사랑입

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

리의 행복을 통해 이웃도 행복해지길 하느님은 바라

십니다. 우리의 웃음을 통해 이웃도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을 통해 이웃도 절

망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내일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 식구들의 신앙을 적어도 이를 위

해 2021년도 고군분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

고 실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인간적 약점과 부족함은 

우리의 하느님께서 채워 주시기에 누군가는 절망에

서 희망을 찾고 고통 중에 위로를 받고 병환 중에 치

유를, 슬픔 중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참 잘 참아내셨

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

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

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가슴 벅찬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정성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2021년 12월 26일 



5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다섯째 주일 (12월) 

       공동체 소식                                                                                                                 20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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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나눔  

알 림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금)  8 p.m. 미사 

  

주일 특전미사가 8 p.m.에 있습니다. 

교무금 약정 안내문  

전산 착오로 인하여 교무금 약정 안내문이  

여러장 발송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미사   

성경 읽기표  

새해 새로운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성당 입구나 사무실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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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임숙경 수산나  $500 김춘옥 보나벤뜨라 $400 

김영옥 세실리아  $300 $220 

김혜경 데레사  $100 배태분 데레사  $100 

익명 총15분 $2,040 간호사회 (상품권) $100 

이문순 아네스 (상품권) $100 익명 총 2분 (상품권) $40 

주일학교 개학  

사무실 휴무  

특별헌금  

2022년 1월 9일(일)   Diocesan Mission  

2022년 1월 23일(일)   Church in Need 매일 미사책  

2022년 새해 달력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달력  

미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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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2월 26일 

선교  

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12월 26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두  

 

  

  

미사 봉헌  

연령회 새임원  

회장  양만석 스테파노  원유욱 안젤모 고문    

부회장   천병수 바오로 이원흥 마르코 

조승동 이나시오 정길수 알로이시오 

총무  남미영 레지나 윤건 토마스  

회계 정인숙 빈첸시아 박성원 요셉 

꾸리아 평의회  

12월 26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전)  

2022년 한울림 성가대 새임원  
대장   김순애 로사  총무 안진영 스콜라스티카 

회계 신정숙 아녜스   

연령회 연차총회  

2022년 1월 8일(토) 12 p.m.  삼원각   

구역분과 월례회 및 신년하례  

2022년 1월 4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및 총회  

12월 26일(오늘) 12:20 pm   성당 친교실  

문의 : (917) 449-5621 

2022 제13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영상 링크 : https://

youtu.be/LEswS9pR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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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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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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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That we live together by taking care of each oth-

er,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nations which make up the world-wide 
family of God learn to live in love and peace and 

mutual concern, we pray to the Lord. ◎ 

 That in our own immediate families we have the 
love to be more sensitive to each other’s weak-

nesses and needs, we pray to the Lord. ◎ 

 For parents: that they be a true moral authority at 
home, and a source of spiritual strength for their 

children, we pray to the Lord. ◎ 

 For children: that they learn obedience which Je-

sus Christ practiced, we pray to the Lord. ◎ 

 For ourselves: as children of the Heavenly Father, 
that we may always show a constant care to pre-
serve that bond of unity willed by Christ,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December 26, 2021 

5th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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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Giving Tree (Sharing Love)  

The End of Year Mass  

The New Year Mass  

The Vigil Mass 

Special Collection  

Sunday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Closing for New Year 

Church Office Closed  
Date :  Jan. 1st, 2022 (Sat)    New Year’s Day  

New Year Calendar  
The 2022 calendar has arrived. Please take one to 
each household.

2022 13th Bolivia Mission  

Mass  

Calendar 

Korean School  

Sunday  Schoo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26, 2021 (Year C) No. 2560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Samuel                       
   1 Samuel 1:20-22, 24-28 (17C) 

Second Reading  

    
   1 John 3:1-2,21-24 

Communion Antiphon 

    

Psalm 84:2-3, 5-6, 9-10  

God’s Love Makes Our Families Holy 

< Feast of the Holy Family > 

By Fr. Joseph Veneroso, M.M.  

  No sooner do we celebrate God becoming human in Jesus than the church points out he not only was 
born but he was born into a human family. All families have difficulties and face hardships. The Holy 
Family was no different. The gospel tells us that Joseph was planning on divorcing Mary because the child 
she carried wasn't his. It took the intervention of an angel to convince Joseph his beloved wife had not 
been unfaithful to him. Then Mary giving birth in a stable, the Holy Family fleeing to Egypt, Mary and 
Joseph losing the boy Jesus for three days--these are just some of the difficulties they faced. 
 
  Our families are no different. Although the angels don't help us resolve our problems, still the church is 
here to support us in our time of need. We can take comfort from the example of the Holy Family who 
loved one another and had faith that God would help them. As I often remind you, what makes a family 
holy (whether Jesus, Mary and Joseph, as well as our own)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
ence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