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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구약성경의 지혜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집
회서는 예언서를 제외하고는 구약성경에서 저자가 자
신을 소개한 유일한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예루살
렘 출신 엘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 예수'(Jesus, 
son of Eleazar, son of Sirach)라고 소개합니다. 그
리스어 성경에서는 책의 이름이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 이었지만, 라틴어 성경에서 이 책의 명칭을 교
회 모임에서 사용하는 책이란 의미로 집회서로 정했
습니다. 초기교회에서 새 신자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널리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기원전 180년경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유다
인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
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
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집회서
의 주제는 ‘주님을 경외함’ 입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의 법에 충실
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
다.  
 
 오늘 제일 독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탈출기 
20:12)을 바탕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
으로 해야 할 사항들(2-6절)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들 (12-13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구약성서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용서는 하느님께서 하시
는 것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행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
들의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콜로새 신자들에
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믿는 이들의 삶의 덕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5-17절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살게 해 
주신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자세이고 
최고의 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자매님들에
게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
1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옛 인간

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
입니다. ……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남편이 부인 위에서 군림
하고 부인은 복종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
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인간이 인종과 종교에 관계
없이 또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
등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오
로가 당시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그 틀을 크게 벗어
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다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하듯 모든 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지
만,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갑니다. 신약성서
에 두 명의 헤로데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의 헤
로데는 아버지인데, 그는 부인과 장모 또 세명의 아
들을 처형한 것을 보아 미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 동네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
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곧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이 속한 북쪽 갈릴레아 지방을 헤로데라
는 아들이 차지합니다. 이 아들 헤로데가 세례자 요
한을 죽이고 또 수난 전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사도
행전에서는 그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를 감옥에 가두기도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였듯이 신약의 
요셉도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복음사가
는 이것이 호세아 11:1 의 예언 “나의 그 아들을 이
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
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모세를 통해 이집
트에서 불러내온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만, 복음
사가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진정한 의미의 이스
라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몇해 후 요셉
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아르켈라오스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지방을 다스린
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하였는데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켈라오스는 아버지 헤로대 
왕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들
을 3,000명 정도 학살하였고 몇 년 후 로마 황제는 
그를 폐위시키고 총독을 보내 유다 지방을 직접 관리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기에 등장하는 본시오 빌라도
는 로마가 보낸 다섯번 째 총독이었습니다.       
 
 마태오 복음 사가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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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성되었다는 것과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의 표
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도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아
기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왕의 명령
으로 아기들이 학살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
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시켰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
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들
과 성가정으로 연결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첫째는 상대방
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
다. 자식이 성장하여 출가한 후에도 부모의 사랑은 
필요합니다. 퀸즈성당 모든 신자들이 화목하고 사랑
이 넘치는 성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성당 식구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5일 성탄 미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조카네 집에 갔습니다. 대부

분의 식구들이 다 모였고 파티를 주관한 조카의 친구
들과 이웃들도 함께 모여 집안 곳곳에 사람들로 꽉 
차 왁자지껄한 파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들 조카들과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바로 식구
들과의 모임에서 드러납니다. 각자의 생활과 경험을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는 감동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

고 삶을 나눕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어깨에 짊
어진 멍에가 홀가분해집니다. 흥겨운 파티에 몸은 지
치지만 마음은 흐뭇해지고 입가엔 미소가 진하게 머

무릅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도 정겨운 관계, 굳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저 
만남으로도 기쁜 관계, 서로 아웅다웅하다가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관계가 바로 가

족이고 오늘 이번 주일에 지내는 성가정에 대한 의미
가 아닌가 합니다.  
 

 하느님의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조금씩 모자라고 힘들어하고 엇나가도 함께 같이 가
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그 끝은 
용서와 화해인 것이 바로 하느님의 가정입니다.  
 
 하느님의 가정은 온전히 행복한 일과 웃을 일만 생
기는 완벽한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분란과 오해와 편

견을 이겨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결국 부둥
켜안고 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결정으로 똑같이 행동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한 가정은 이미 고인 물

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없고 기쁨도 없
고 변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결정과 다른 행동이 소위 말
하는 콩가루 집안 같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준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고 이야기로 넘치며 

활기찬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와 힘이 가정을 성스럽
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제1 
조건으로 경제적 풍요를 꼽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
복을 저버리고 복권을 기대하듯 대박의 행복을 기다
립니다. 그것이 신기루인 것을 모른 채……그래서 결

혼을 무서워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갖는 것을 무서워
합니다.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모님은 참 무모하
고 어리석은 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바로 인간
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 처하는 하

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
랑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임마누엘이 
탄생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국 궁극의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
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

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보여주는 성가정의 모습은 
삶의 여정을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열고 지난 25일 파티에서 찍은 가
족사진의 얼굴을 헤아리며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헷갈려 혼자 웃어봅니다. 얼굴 하나하

나가 소중하고 아름다워 가슴 뿌듯해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을 간직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12월  29일 

다섯째 주일 (1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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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화)  8:30 p.m. 미사  

 

2020 교무금 약정  

사무실과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교무금  

약정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미사 중 헌금함

에 넣거나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 안내  

일시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취지 : 성경 말씀의 생활화 

방법 :  
 1. 각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날짜별로   

  매일 읽은 성경 부분이 표기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합니다. (배부된 ‘성경 읽기표’ 참고) 
  2. 매일 미사와 주일미사 시작 전 전신자의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구절은 그날의 복음말씀입니다. (미사 때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거나, 개인휴대폰에    

  ‘가톨릭 성경통독’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   

  랍니다. 앱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사목회 데스크로 문의 하십시오.) 

신년하례식  

2020 년 1월 1일(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2020년  1월 25일(토)   
2020년  4월 25일(토)   
2020년  7월 25일(토)   
2020년 10월 24일(토)  
시간 : 1:30 p.m. - 7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실  

간단한 다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교재와 다과 

준비관계로 커플당 $40의 비용을 받습니다.  
연락처 : 조민교 루치아노 (646) 220-1990 

2020년 새해 달력 

구역분과 주최 무료 점심  

날짜 : 12월 29일(오늘)  

Pizza Night  

날짜 : 2020년 1월 5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6 p.m.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 

6 p.m. 미사 후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109경찰서 방문  

지난 12월 23일(월) 109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

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음식을 대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 수녀님들 방문 위로 공연  
지난 12월 22일(일) 퀸즈 화잇스톤에 있는 

‘Sisters of Mercy’를 마니피캇 성가대가 방문하여 

은퇴 수녀님들을 위한 성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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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너스톤 (청년 영어) 피정  

Marian Shrine & Don Bosco Retreat Center,     
     Stony Point, NY 
대상 : 18세 이상된 영어권 교우 

금액 : $195 ($100 대학생) 
문의 : Pius Kang (718) 309-7188 
이메일 : piuskang821@gmail.com 
마감은 2020년 1월 1일(수)까지 입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 High School 남학생 (9-12학년) meeting 
시간 : 금요일 5:30 p.m. - 토요일 1 p.m.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요안나 (917) 254-8540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로사리오회 메주 예약  
품명 : 메주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로사리오회 데스크  

    최 요안나 (917) 558-1582 

한국 학교 개학  

2020년 1월 4일(토)    

사무실 휴무 

2020년 1월 1일(수)  New Year’s Day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2019년 1월 3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케루빔 성가대 방학  

개학 : 2020년 1월 12일(일)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겨울방학이 1월 12일(일)
까지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2020년 1월 12일(일) 개학 후 주일학교 

방학동안은 연습시간이 10:30 p.m. 부터 있습니

다.  
기빙츄리 도네이션  

나눔과 기쁨의 기빙츄리에 Flushing1구역 1반인 

상록수 3호점 $500(상품권), 도담 한방병원 $200
(상품권), 조아 약국 $2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2019 성탄 꽃봉헌 명단  

최 아녜스, 송영삼 아녜스, 강혜선 보나, 오경신 

다미아노, 강 베드로, 강 카타리나, 이 율리안나, 
김요한, 김 카타리나, 김춘옥 보나벤뚜라, 정의숙 

헬레나, 원 아녜스, 이문순, 조 모니카, 김정숙  

지따, 박한춘, 박금재, 이상윤 바리코, 레끌라, 정
경자 호노리나, 이 마리아, 황 루시아, 정순덕 막

달레나, 홍정희 베로니카, 오 미카엘라, 김재국, 
김옥생, 한기남 요한, 한해남 요셉, 황 세실리아, 
이관진 엘리사벳, 장미 젬마, 장종순 마리아, 배
태분 데레사. 감사합니다.  

라인댄스 기초반 모집  
매주 월요일 아침 지하 친교실에서 라인댄스 기

초반 클래스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6일(월) 
9:20 a.m. 첫 수업시작 합니다.  
문의 : 정 데레사 (646) 239-8327 
    박 실비아 (917) 69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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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2020년 1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박재환, 황혜선, 홍성우, 이진원  

 

  

  

도네이션 

Flushing 2 구역 7반  

140-55 34 Ave. #3G,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Flushing 2 구역 4반  

2020년 1월 4일(토)  4 p.m.   
Astoria 아파트 친교실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베드로회 시무식  

일시 : 2020년 1월 11일(토)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주관 : 베드로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Flushing 2 구역 3반  

2020년 1월 11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울뜨레야 
미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 신년 교례회  

일시 : 2020년 1월 12일(일)   4 p.m.  
장소 : 뉴저지 마돈나 성당  

주소 : 340 Main St. Fort Lee, NJ 07024 

울뜨레야 본당 신년 교례회  

일시 : 2020년 1월 19일(일)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울뜨레야 팀회합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7: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일학교 기부금  

요셉회에서 주일학교 기부금으로 $3,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기금 도네이션  

.  

2020년 미동북부 청년(레지오) 신년회  

일시 : 2020년 1월 18일(토)   4 p.m,. - 8 p.m. 
장소 : 뉴저지 가톨릭회관  

대상 : 청년 레지오 단원 및 일반 청년 

문의 : 류수연 글라라 (718) 864-2723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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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kindness take lasting root in our lives: 
making our homes the centers of warmth, kind-
ness and peace,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arents: may they recall the love that gave 

life to their children while admonishing them 
with love and patience and being thankful to 
God for them, we pray to the Lord. ◎ 

 
 That children dedicate themselves to thankful-

ness: recognizing that, from their parents, they 
receive gifts they can never lose, we pray to the 
Lord. ◎ 

 
 That brothers and sisters : In sharing life of the 

same family, that they treat each other with 
love, patience, respect and humor and extend 
that to their fellow human beings, all,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word of God may dwell in our fami-

lies: we pray to the Lord. ◎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Nov. 10th - Dec. 29th (Today)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The End of Year Mass  
There is ONLY the 8:30 p.m. mass on Tues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There is ONLY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Wednesday, Jan. 1st, 2020. 

Cornerstone Retreat 2020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Cornerstone is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at our 
parish. Please join us for our annual retreat. 
When: Friday, January 10 to Sunday, January 12, 2020 
Where: Marian Shrine & Don Bosco Retreat Center,     
     Stony Point, NY 
Who: English speakers of any age (must be 18 and up) 
Cost: $195 ($100 for college students) 
Contact: Pius Kang 718-309-7188     
or piuskang821@gmail.com 
Registration forms are in the church office. Deadline to 
register is Jan. 1st  

Church Office Closed 
Date : Jan. 1st (Wed), 2020   New Year’s Day  

Cherubim Choir Winter Break 
Period : Until Jan. 5th (Sun), 2020 
During the winter break, there is 12:30 p.m. mass.  
Choir starting date is Jan. 12th (Sun), 2020.  
During the Sunday School winter break, the practice 
will start at 10:30 a.m.  

Lock-In for High School Students  
When : January 24th (Fri) - January 25th (Sat), 2020   
Permission slips will be provided by high school teach-
ers. Please contact Sunday School teacher Ms. Hailey 
for further information.  

Feast of The Holy Family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didn’t just enter into humanity, God entered 
into human relationship. God sanctified our families 
as the first “church” in which we experience love, 
happiness, forgiveness and support.  Theoretically. 
Don’t let all those holy cards fool you. Jesus, Mary 
and Joseph didn’t have any more easy a time at fami-
ly life than we do. 
 
 Joseph considered divorcing Mary. They had to flee 
into Egypt; the boy Jesus went missing for three days 
in Jerusalem, causing great worry for his parents; he 
lost his foster father Joseph at an early age; when Je-
sus was too busy to stop and eat, his family thought 
he’d lost his mind. All these show us that ALL fami-
lies undergo challenges and difficulties. May the Ho-
ly Family be our model and inspiration. What makes 
a family holy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ence of God. 

mailto:piuskang8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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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29, 2019 (Year A)  No. 2454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irach 
   Sirach 3:2-6, 12-14 (17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3:12-21 or 3:12-17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O Come, All Ye Faithful 97 
Breaking Bread Communion 110 

Breaking Bread 

Offering What Star is this  103 
Breaking Bread Closing 96 

Breaking Bread 

 

RyanKim Natalie Shon Matthew Choi Jaycee Choi Dylan Kim•Ryan Choi•Monca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Catherine Lee•Andrew Oh•Edward Oh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O Come, All Ye Faithful 63 
Children’s Mass Closing Joy to the World  73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