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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일시: 2017 년 12 월 24 일 (일) 오후 7 시 

⁕장소: St. Paul’s R.C. Church 

미 사 전 례 봉 사 자 

해        설 윤성숙 

제 1 독서 김치영 

제 2 독서 김신희 

예물봉헌 서행부•서영복 가정 

복 사 단 성 스테파노 복사단 
 

윌밍턴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체 



입당송(아기예수 입장) 

 
 
 

구유 축복 예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구유안치식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을 표현하는 구유와 아기 예수님의 성상을 마련하여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유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위한 성부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 

니다. 
 

축복 기도문 

✝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영원으로부터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손수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이다. 저희의 멀어짐에도 끊임 

없이 역사를 통하여 당신은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 주셨나이다. 

그 사랑은 때가 차자 동정 마리아 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심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당신의 사랑스러 운 얼굴을 

뵈옵고, 주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신의 지혜를 가득히 받 

나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간절히 비오니 이 구유를 ✝ 거룩하게 하시어 이 구유 

경배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천 상의 것을 

갈망하며,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참 신앙인으로서 당신 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구유경배 

 



<대영광송>  
 

제 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 

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 

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 

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 

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4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 

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 

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 

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6(95),1-2 ㄱ.2 ㄴ-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       

   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 

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13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봉헌성가 

 
 
 

봉헌성가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성체성가 

 

성체성가 

 



성가대특송 주 나신 소식 들리네 

파견성가 

 

공동체 소식란 

∎12월 25일(월)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로, 미사에 참 

례해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세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 

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 

독합니다. ‘성탄 시기’ 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일)은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31일~2018년 1월 6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미사때 예물봉헌과 함께 구유 경배 예절이 있습니다. 구유 예물 

봉투는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Youth Group Giving Tree 

과테말라 천사의집 아이들을 위한 Giving tree 가 St. Paul’s 성당입구에 있 

으니 미사전후에 트리에 장식된 오너먼트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와 함께 

도네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네이션은 12 월 24 일과 25 일 이틀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대회 

•일시: 2017 년 12 월 25 일 (월) 오전 10 시 30 분            

 •장소: St. Paul’s 성당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일시: 2017 년 12 월 25 일 (월) 오전 11 시             

 •장소: St. Paul’s 성당 

미사후 전체친교가 St. Parish Hall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에서 있습니다. 

∎성시간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미사 

•일시: 2017 년 12 월 31 일 (일) 오후 7 시             

 •장소: 교육관 성당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일시: 2018 년 1 월 1 일 (월) 오전 11 시             

 •장소: 교육관 성당 

미사후 떡국친교가 있습니다. 

∎2018년도 사목 피정 

•일시: 2018 년 1 월 6 일 (토) 오후 5 시~1 월 7 일(일) 오전 9 시 

•대상: 현 사목위원                  

•참가비: 30 불 

•장소: Jesus House Prayer and Renewal Center 
            (2501 Milltown Road, Wilmington, DE 19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