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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00번 

예물준비성가 
  

217번 
48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동방의 세 박사 

영성체성가  
 

178번 
98번 

성체 앞에 

이사야 말씀하신  

파견성가 484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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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월 5일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냅니다. 원래 주님 공
현 대축일은 1월 6일이지만 꼭 그 날에 지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교구에서와같이 가까운 주일에 축일을 
지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오늘 복음인 마태오 복
음의 예수님 탄생 비화의 일부로 동방으로부터 거룩
한 분,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탄생하신 분을 알현하려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
께 선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낸 사
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유다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
는 예언이면서 또한 이방인들인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실 것임을 미리 
암시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라고 번역된 이 이방인
들은 당시의 지식인이며 지성인인 점성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말로 박사라 번역하는 것도 틀리
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어로 마고스 (Magos)라고 하며 하늘
의 별을 보고 과학적 지식을 갖은 사제들로 조로아스
터교의 사제라고도 합니다. 별자리 연구는 고대부터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언의 매개로
서 뿐만이 아니라 철학적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
쳤고 건축 분야나 고대 여행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
한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을 아는 사람은 최
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왕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 그 먼 여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방인
의 사제가 알현한 것은 이방 종교가 예수님 앞에 경배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하
느님께서 위에 계시고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
석됩니다. 
 
 마태오 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
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도 디아
스포라(Diaspora)라고 일컫는 외국으로 이주한 유대
인들의 집단촌의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
기 위해 지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적인 방향은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뼈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그리고 삶을 조
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 왕
의 자손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
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새
로운 왕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에 갑자기 이방인의 등장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4 대 복음 중에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알려주는 복음은 마태오와 루카 복음인
데 두 복음의 관점이 달라 마치 두 개의 다른 이야기
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독자를 위해 각자의 중요한 점
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요셉 성인을 중심으로 루카 복음은 
마리아 성모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두 복음의 공통점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느님의 아
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
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의 작
은 고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역사적으
로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 중
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마태오 
복음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 왕
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마태오는 족보를 통해 강변합
니다.  
 
 나아가 여담으로 베들레헴의 뜻은 빵을 굽는 집, 즉 
빵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
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 제정하신 성찬 전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즉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
이 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루카 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고 증언하고 천사들의 알림으로 근처의 목동들이 찾
아와 갓 태어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알현합니다. 
이에 반하여 마태오 복음은 마구간에 관한 이야기가 
없이 동방에서 현자들이 어린 예수님을 알현하며 이
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1월 5일 

 이 동방박사의 예수님 알현은 곧 헤로데 왕에 의해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미래의 유대 왕을 없애
기 위해 당시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어린이들을 학살
합니다. 이에 어리 예수님은 요셉 성인에 이끌려 이
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헤로데 왕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 왕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린 시
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1-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쓰여진 ‘아이’에 관한 단어도 갓난 
아이를 뜻하는 ‘브레포스’가 아닌 어린아이를 나타내
는 ‘파이디온’ 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
리말 번역으로는 둘 다 어린아이로 번역되었지만 영
어에서는 child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
가 방문한 때 어린 예수님이 적어도 한두 살을 되었
을 때였을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
수님의 정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미래를 예견합니
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
려 인간적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아이들의 학
살이 그것이고 이집트로의 피신이 그러합니다.  
 
 이에 반해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 더럽고 시끄러
운 마구간에서의 탄생 이외에는 모든 부분이 문학적
이며 평화롭고 영광스럽습니다. 누가 읽어도 루카 복
음의 예수님 탄생은 구세주 탄생으로 흠이 없이 거룩
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마태오 복음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한 민폐입니
다.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성인의 입장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
면 하느님의 구원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든 여정을 통과했을 때만이 가
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많은 희
생이 따랐습니다. 첫째는 과월절 (Pascha) 즉 이집
트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
라엘의 맏아들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아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맨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
다. 두 세대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구원은 마술이나 요술처럼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은 충분한 고통과 노력이 있은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
리고 그 구원에는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느
님은 보여주십니다. 한 방의 피도 헛되이 흘리지 않고 
고통의 신음도 결국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태어남을 
하느님은 보여주십니다. 마태오 복음의 예수님의 탄
생으로 비롯된 비극 또한 결국 하늘나라 완성의 초석
이 되고 그 나라의 첫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파스카의 구원의 신비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의 
수난과 고통을 혼자 온몸으로 받아들이시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
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 20) 
 
 구세주 예수님의 첫 공현이 바로 동방박사의 알현이
었다면, 오늘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현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드러내는 것입니
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
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전례의 신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그 빵을 먹
고 그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
기고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은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따르는 것임
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세례를 주고, 내가 너
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
태오 28: 18-19) 
 
 
 



동방에서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아 사막을  
건너는 긴 여정을 마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적 굳건함으로 참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주님께 선물로 봉헌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20년  1월  5일 

첫째 주일 (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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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달력 

Pizza & Movie Night  

날짜 : 2020년 1월 5일(오늘)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6 p.m.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 

6 p.m. 미사 후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헌금  

미사 봉헌 봉투 
미사 봉헌 신청하실 때 봉투안에 미사 예물을  

꼭 확인하시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일요일)을 맞이하여 본

당에서 1년동안 전례 때 (부활•대림•제대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성지 모음  

수거기간 : 1월 26일(일) - 2월 23일(일)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목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봉투를 1월 19일(일)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 하겠습니다.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1월 25일(토)  7 a.m. (미사와 분향) 

2020년 성탄 예비자 교리반  

첫모임 : 2월 9일(일)  12:30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1층 세미나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봉성체  
1월 10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월 10일(금)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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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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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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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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회 메주 예약  
품명 : 메주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최 요안나 (917) 558-1582 

2020 교무금 약정  

사무실과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교무금  

약정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미사 중 헌금함

에 넣거나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1월 25일(토)    1:30 p.m. - 7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실 (비용 : $40)  
연락처 : 조민교 루치아노 (646) 220-1990 

주일학교 부모교육 (2차) 

날짜 : 1월 26일(일)   2 p.m. - 3: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강사 : 주호종 (안드레아) 정신과 의사  

2020년 미동북부 청년(레지오) 신년회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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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댄스 기초반 모집  
매주 월요일 라인댄스 기초반 클래스가 있습니

다. 1월 6일(월) 9:20 a.m. 첫 수업시작 합니다.  
문의 : 정 데레사 (646) 239-8327 
    박 실비아 (917) 690-2030 

2019-2020학년도 2학기(봄학기) 등록 안내 

개학 : 2월 8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5일(오늘) - 1월 26일(일)  
접수 : 교육관 한국 학교 사무실이나 성당 사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2명 $480, 3명 $500 
문의 :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체크로 내시는 경우, Pay to the order of : St. Paul 
Korean School로 적어주십시오. 

사랑의 샘 레지오 새 단원 모집 
봉사나 성당 활동에 관심 있으신 40-50대분들  

환영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10:30 a.m.  
장소 : 제1교육관 1층 

대상 :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40-50대 모든분들 

문의 : 이교진 토마스 아퀴나스 (917) 363-4252 

도네이션  

 

발전기금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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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선, 홍성우,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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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뜨레야 
미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 신년 교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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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340 Main St. Fort Lee, NJ 07024 

울뜨레야 본당 신년 교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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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뜨레야 팀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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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1 구역 1반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반장 : 백 데레사 (646) 354-3959 

Flushing 2 구역 1반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2 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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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2 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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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stone 구역 8반  

157-31 19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구역반 회의   1월 7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사목회 합동 회의  

1월 8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신년회 파티  

베드로회 시무식  

일시 : 1월 11일(토)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주관 : 베드로회  

요셉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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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Gospel Reading is  
Matthew 2:1-12  

In page 59 of the Breaking Bread book. 

Announcements  1st Sunday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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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Joann (917) 254-8540 

Korean School 

Sunda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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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adult com-
munity at our parish. Please join us for our annual r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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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ubim Choir Winter Break 
Period : Until Jan. 26th (Sun) 
During the winter break, there is 12:30 p.m. mass.  
Choir starting date is Jan. 26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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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piphany of the Lord  
 

Today the Lord Jesus is revealed to all the nations 
as a babe in arms-powerful and glorious in his weak-
ness. What a paradox! With their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 magi paid him respect, honor and 
praise. They found him by following a star and re-
turned home by a detour to avoid local authorities. 
Jesus (God-Saves) is the Christ, the Messiah, whose 
work defies time and space to shine before all.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5th (Today)  Diocesan Mission 
Jan. 26th (Sun)    Churches in Need 

Infant Baptism  
There will b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20.  

2020 Marriage Pre Cana  
Date : Sat. Jan. 25th  
Time : 1:30 p.m. - 7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 and refresh-
ments.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resume on Sunday, Feb. 9th.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8th (Sat) 
Age : 3.5 years old - 12 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5th (Sun) - Jan 26th (Sun)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child, $480 for 2 children,  
          $500 for 3 children.  
Contact : (718) 321-7676/ (718) 321-0095 

Last day of Korean School for Fall Semester 
Date : Jan. 18th (Sat)  

Seeking Donation for 2020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mailto:piuskang8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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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who know Jesus only as the just Lord who coming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that we know that there is no greater compassion found than in his judgemen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see Jesus solely as kindly, loving friend: that we may recognize the uncompromising 

demands which his friendship makes on u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see Jesus not only as the child worshipped by the Magi, but also as our Savior, abandoned 

and dying on Calvary, and risen from the dea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cannot believe in Jesus because they know him only through the caricatures presented 

by his enemies and sometimes by his friends: May they come to know him as he i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word of God may dwell in our families: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 Have Seen His Star 
<The Epiphany of The Lord> 

       Weekly Homily                                                                                                                                                          January 5, 2020 

 The Visit of the Magi (“Three Kings”) is celebrated as the Solemnity of the Epiphany of the Lord. 
“Epiphany” means manifestation or revealing of the divinity of Christ. While we are captivated by the ex-
otic scene of wisemen “from the East” (probably Persia) we should also appreciate the deeper meaning of 
this event.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the birth of the Messiah was first announced by angels to 
shepherds, people on the periphery of society. Matthew’s gospel tells us the first to be called were Magi 
(Zoroastrian priests), who interpreted a star as signifying the birth of a new king of the Jews. Each in their 
own way, Luke and Matthew show us what the birth of Jesus signifies. Luke emphasizes the good news to 
outcasts and outsiders; Matthew shows that Jesus also came for foreigners as well as non-Jews and those 
of different religions. 
 
 God uses various methods to draw us to the child in Bethlehem. To some, God uses dreams; to others, 
angels; still other, scripture. And maybe, as with the Magi, even astrology! God uses things we consider 
significant to reveal divine love made visible in Jesus. Each of us must follow the star of faith, ideals, hope, 
wisdom, justice or holiness through dark nights of doubt and confusion until it comes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we find Jesus, with Mary, his mother. Once there, we, like the wisemen, must offer gifts that 
show we appreciate who this Child really is: Gold for a king; frankincense for God; myrrh for a mortal 
human. Who is Jesus to you? If you realize he is the source of all love and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then the only fitting gift is your very self. Follow the star, find Jesus, offer your gif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Epiphany of the  Lord                                                            January 5, 2020 (Year A)  No. 2455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0:1-6 (20AB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3:2-3a, 5-6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What Star Is This  103 
Breaking Bread Communion 105 

Breaking Bread 

Offering We Three Kings 104 
Breaking Bread Closing 107 

Breaking Bread 

 

Jasmine Lee Stella Park Joanna Kim Gianluca Flumiani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What Star Is This  103 
Breaking Bread Closing 107 

Breaking Bread 

Rise up in splendor, Jerusalem!  
Your light has 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