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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가정의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 중,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가
족 구성원들이 전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
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는 가족들과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
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았습니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먼 거
리이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신 뒤에 다
시 나자렛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을 또다시
방문하여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다는 것은 육
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까지 줄곧 베들레헴
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기까지의 시기가
순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께서 예수님을 출산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
았고, 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준 곳도 없었기 때
문에, 그 이후에도 낯선 곳에서의 여정은 분명 인
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시각
에서 보면, 부부가 서로 다툴 수 있는 요소가 적
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유혹도 크기 마련이고, 조그마한 것에 더 민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두 부부가
어떻게 고된 시기를 이겨나갔을지 떠올려봅니
다.

교회는 주님 탄생 대축일을 지낸 다음 첫 번째
주일에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이날은 예수, 마
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어떻게 하느님께 대한 신
심을 지녔는지 본받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성탄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눈에 띄는 구유를 떠
올리며 성가정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묵
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따라 예
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에 이어
서, 그분께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시
메온의 찬양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얻게 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
의 탄생과 더불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고 있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런
데 다른 한편,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떠올려보면, 이 가정이 겪어온 일들이 순탄치 않
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
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에서 먼 길을 오느라
지쳤고, 편히 쉴 곳이 없어 피로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식은 제 때에 먹을 수 있었
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처음부터 호
적 등록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예루살렘으
로 가서 호적 등록을 마쳤을 것이고, 오늘 복음
전의 내용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할례도 베풉니다. 그리
고 이 여정의 끝에, 오늘 복음의 내용에 따라 예
수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봉
헌하기 전에 하느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것
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정을 자세
히 떠올려보면,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은 단순히 때가
되어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 아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
신 이후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나자렛을 떠나 예
루살렘을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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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봉헌하는
모습 안에는 성전에 오기까지의 고단한 여정이
자리하고 있고,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물과 함께
아들을 봉헌하려는 그들의 신심이 녹아있습니
다. 이 장면 속에서 성가정은 기쁨과 평화로만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 하느님
을 찾는 신실함을 지닌 가정을 뜻함을 알 수 있
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후 이틀
이 지난 성탄 시기 첫 주일이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틀 전 우리는 그리
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환
희의 축제가 팬데믹으로 그 빛이 바랜듯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의 빛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에서 더울 밝을 빛을 발합니다.

성가정을 이루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복한 가
정을 만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가정이
라는 의미 안에는 기쁨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신앙이 자리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어
려운 시기 속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족
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을 찾

이제 가장 힘들었던 한해 2020년의 세밑에서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은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다행히 백신의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에 희망이 밝지만 그때까지 더욱 조심하며 안전

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들과 화목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난을 이겨낸 데에는 분명 하
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
하신다는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
니다. 아직 사회의 혼란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악
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뜻을 찾아나 갈 수 있도
록 성가정의 모습을 다시 새겨봅시다.

수칙을 지키며 일상을 영위해야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기다리며 굳은 의지
로 매일 견뎌내게 해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
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견
디고 살아가며 기쁨을 기다리는 힘은 혼자가 아
니라 함께 더불어 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지내는 성가정 대축일은 바로 이렇게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축일입니다.

미사 시간 | Mass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인간적으로 비정
상적 가정이고 결손 가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옛날이야기나 너무나
도 고귀한 분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우리 스스
로를 이야기로부터 예외로 빠지려 하면 우리는
아주 큰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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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입니다.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을 잊으면 우리가 왜 하느님을 믿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
면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은 마치 돼
지에게 던져 준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참조
마태오 7:6)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힘이 발휘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
수, 마리아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즉 사랑이신 하느님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 우
리는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
과 걱정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
답고 사랑스러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
하는 과정도 고통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출산의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따듯한 사랑을 발견
하고 느낍니다. 적어도 고군분투하며 이 사랑을
가족과 나누려 하고 이웃과 나누려 노력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느낍니다. 이에 제 마음도 따
뜻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희망이 밝아집니다.

고통은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고 아프다고 합니
다.

오늘 성당 옆 ‘기도 뜰’ 1차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픈을 합니다. 아직 한겨울이라 뜰이 춥고 썰렁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이 될 것
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르익고 그 사랑이 넘
치는 뜰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분이
사랑스러운 아이 예수와 뛰어노는 뜰이 될 것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며 삶을 행복을 누리려 고군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군분투의 삶의 현장
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삶
의 고통을 이기고 행복해지는 비밀을 알려주시
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비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예수님
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고 ‘부
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랑의 바탕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따른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
다.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예수를 당신 품으로 안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
들입니다.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가장 비정상적 가정(the most dysfunctional family)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가정(the
most loving and ideal family)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비이며, 사랑의 힘이고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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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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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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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송년 감사 미사

바자회 경품 수령일

신년하례식

2020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기도뜰 오픈 테이프 커팅식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Cash $2,000

12672

2등

1명

Apple ipad Air

16235

초봉헌

3등

2명

공기청정기

11669 / 15232

성전과 교육관에 초봉헌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
니다. 기도하면서 초봉헌을 원하는 분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4등

3명

다이슨 청소기

11740 / 12415 / 14532

5등

5명

에어프라이어

10385 / 12925 / 14357 /
15874 / 18540

6등

20명

공진당

10393 / 10760 / 11617 /
13030 / 13964 / 14004 /
14439 / 14643 / 14688 /
15075 / 16633 / 16999 /
17070 / 17087 / 17199 /
17801 / 18062 / 18790 /
19026 / 19268

그릴,
그릇세트 외

10052 / 10093 / 10603 /
10885 / 11245 / 11586 /
12048 / 12049 / 12358 /
12588 / 13098 / 13130 /
13244 / 13386 / 13661 /
13841 / 14123 / 14541 /
14954 / 15076 / 15103 /
15332 / 15714 / 15905 /
16277 / 16760 / 16776 /
17007 / 17008 / 17194 /
17820 / 18272 / 19695 /
19848 / 19897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행운상 35명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사무실 휴무

익명 $80, 익명 $2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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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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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2020년 전신자 성경통독 봉헌 기도회

요셉회 신임 임원진
회장

최병선 요한

부회장 (대외) 이충웅 비오

부회장 (대내)

양승국 야고보

총무부장

윤건 토마스

재무부장

노민평 마르티노 봉사부장

김형선 요셉

회관관리부장

조병희 베네딕도

로사리오회 판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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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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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광고주 모집

2021년 새해 달력 배부 지연

감사헌금

매년 12월에 배부되었던 새해 달력이 COVID19
으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우리의 정성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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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mily

December 27, 2020

We Need Each Other
< Feast of the Holy Family >
By Fr. Joseph Veneroso, M.M.
A recent video popular on Twitter and Facebook last week was of a twenty-something man who was about to
meet his identical twin for the very first time. Did you see it? He had been adopted out after birth and grew up in
Idaho, not knowing he was a twin. Then one day someone on Facebook tagged his picture. It was clearly him—
but it wasn’t. It was his identical twin! He tracked him down for months, then finally made contact. He drove all
the way from Idaho to New York City. He became increasing nervous as the moment arrived. Amid tears and
hugs they fell into each other’s arms.
It was hard even for me to watch this video without also getting emotional.
If the COVID pandemic hasn’t already done so, the video underscored how important our families are. Today’s
feast of the Holy Family does the same thing, with the added dimension of Christ entering the world, not just
through a woman but in a human family. Read what the gospel have to say about Jesus, Mary and Joseph. They
also had disagreements, hardships and problems! Joseph had contemplated divorcing Mary until an angel explained
the divine origin of the holy child she bore. They became refugees to escape King Herod’s murderous madness.
When Jesus was a teenager they lost him in Jerusalem for three days! There were even misunderstandings when
Jesus was so busy he wouldn’t stop to eat and his family thought he was crazy! So being holy in no way protected
them from everyday problems. But it did show that, with God as part of our family, we can confront our problems
and hardships with conviction, determination, and hope for a better tomorrow.

Announcements
4th Sunday in December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5

Mass
In God’s own good time, not ours, the promise of salvation is fulfilled. Abraham and Sarah were promised a
land and as many descendants as there are stars in the
sky. Finally they received a son, Isaac, and his aged
mother laughed at the very idea of him. They all lived
out their lives in expectant faith that the Lord’s promise would be kept. Joseph, Mary Simeon and Anna saw
the infant Jesus who, despite all obstacles, would be a
light to enlighten the nations and the glory of the people Israel. God still takes time to give us time to follow
Jesus and to place faith in the Savoir.

The End of Year Mass
There is ONLY the 8 p.m. mass on Thurs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Date : Friday, Jan. 1st, 2021
There is 8 p.m., 9:30 a.m., and 11 a.m. mass.

Seeking A Cantor

We are looking for Logos choir members in high
school who can be cantor for 9:30 a.m. mass. Graduated Logos members or music majors can also apply.
Please speak with Isabel Shon for further inquiry (917)
86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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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Church Office Closed

Date: Jan. 1st (Fri), 2021 New Yea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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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27, 2020 (Year B) No. 2507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15:1-6; 21:1-3 (17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1:8, 11-12, 17-19

Communion Antiphon
Our God has appeared on the earth,
and lived among us.

Responsorial
Psalm

◎ Lord, hear our praye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