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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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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St. Paul’s R.C. Church 

미사 전례 봉사자 

해        설 이상헌 

제 1 독서 정지상 

제 2 독서 염경배 

예물봉헌 이정인,유경희 

복 사 단 성 스테파노 복사단 
 

윌밍턴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체 
 



입당성가 

 

입당송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 

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대영광송>  

제 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9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10 주 

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 

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8(97),1.2-3 ㄱㄴ.3 ㄷㄹ-4.5-6(◎ 3 ㄷ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    

   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  

   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  

   러라.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  

   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  

   려라. ◎  

제 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 

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 

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 

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 

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 

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 

니까? 6 또 맏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  

   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봉헌성가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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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일까지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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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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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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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미사후 전체친교가 St. Parish Hall (409 Adams St. Delaware City, DE 

19706) 에서 있습니다. 주차는 길 건너편 소방서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성시간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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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교육관 성당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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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