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6일(다해) 2402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이 태 희  김 혜 영  최 미 화  

8시 미사 최 명 진  정 봉 재  박 만 선 차 충 재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성 희  박 해 성  

6시 미사  이 승 룡 문 소 영 이 승 룡 송지연·홍혜진·선다형·전가별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100번 동방의 별 

예물준비성가 
  

102번 
487번 

어서 가 경배하세 

동방의 세 박사 

영성체성가  
 

498번 
103번 

예수여 기리리다 

오늘 아기 예수  

파견성가 484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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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의 축복이 새해 내내 여러분의 각 가정에 가

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마무리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을 지냅니다. 아직도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

다. 현대의 바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뭐든지 빨리 

그리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요즘은 추수 감사절이 끝나자마자 크리

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거리에는 성탄 

장식으로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지나

자마자 크리스마스 캐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

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쓰레기가 되어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일만 되어도 Merry Christmas! 라고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5

일이 성탄절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고 성탄절 동안 성탄의 신비를 성모님처럼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고 한 해 

동안 그 신비가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쉴 때 우

리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은총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입니다.  

 

 주님의 공현 대축일을 예전에는 “삼왕 축일” 또

는 “작은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지중해 

유럽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삼왕 축일 

(Three King’s Day)라 부르고, 이날이 오히려 예

수님 탄생일인 12월 25일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며, 

이 날 성탄 선물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

유는 오늘 세분의 동방박사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내어 가지고 온 선물, 즉 황금,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현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성서적으로 보면 왕이 아니라 현인들로 보거나 점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성술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여 현재는 동방박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왕 축일이 아니

라 동방박사들의 알현으로 그들이 받은 계시를 멀

리 동방에서도 알게 되고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 공현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현, 즉 

공적으로 드러났다는 말로 이는 “드러내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Epiphaniein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Feast of Epiphany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잉태될 때 그 소식은 성모님

께 따로 사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요

셉에게 나타나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에 요셉은 

조용히 임신 사실을 덮고 파혼하려고 했으나 오히

려 성모님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까지 당

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 가정

의 사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

셨고 벌판에서 천사를 만난 목자들은 구세주의 탄

생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

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

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 2: 10-11)  

 

 

  목자들은 즉시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아기를 부모와 동

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는 이제 

한 가정을 벗어나 동네 이야기가 됩니다. 점점 커지

는 구세주 탄생 소식은 성모님의 상황을 루카 성인

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한 개인의 계시에도 동네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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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의 탄생은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갑니다. 이것

을 완전히 공공연히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알현입니다. 이는 어

느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유대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쫓아 머나먼 동방

에서부터 아주 작은 시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

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쫓아 예루

살렘까지 왔을 때 왕궁으로 먼저 갑니다. 궁에서 

헤로데왕을 만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상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은 왕궁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은 이제 이스라엘 전

체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

님은 왕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시골 베들레헴의 

가축 구유에 누워 있었고 이를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나 바칠 법한 선물을 바칩니다. 

황금, 유향과 몰약.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

중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왕의 전유물처럼 여겨지

기도 합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새로

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다왕의 탄생이며 궁극적으로 왕 중의 왕 즉 세상

의 왕이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냅니다.  

 

 향료 또한 고래를 막론하고 값이 비싼 귀한 것입

니다. 향료는 제사 의례에 사용됩니다. 이에 향료

인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의 왕

으로서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구원하십니다. 따

라서 제사장 즉 사제로서의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스터스 라는 나무에서 추출

되는 기름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왕과 예언자

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즉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

은 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는 히

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christos입니다. 바로 구세주로 번역되는 그리스도

이십니다.  

 

 몰약은 우리가 세례나 견진을 받을 때 쓰는 크리스

마 성유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 성유를 우리 머리 

위에 바름으로써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 사제, 예언자 직분

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로부터 받은 세 가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은 바로 세상에 예수님의 정

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일개 

가정사나 동네일이 아닌 세상을 바꿀 역사적인 사건

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세

주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이 엄청난 사건을 마음속에 간

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

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

게 곰곰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

리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일상에서 우

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기쁘고 설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느님

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는 것

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을 드러나는 날이

기에 기쁘고 설레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에 드러난 주님의 정체에 우

리도 주님의 신비로운 지체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

는 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

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한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일 (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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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리오 메주 주문  예약 

품명 : 메주 

예약 기간 : 1월 13일(일)까지  

12월 22일(토) - 12월 28일(금) : 16,444단 

현재까지 총 누적 봉헌 단수는 67,329단입니다.  

울뜨레아  

혼인교리 강좌 안내 
새해 달력  

2019년 새해 달력을 주님 성탄 대축일에  

받아가지 못한 가정에서는 한부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울뜨레아 사무국 주최 신년교례회 

울뜨레아 본당 신년교례회 

울뜨레아 팀회합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2018 성탄 꽃봉헌 추가 명단  

김정숙 아가다, 이상윤 바리꼬, 최옥희 발바라, 
익명 1명. 감사합니다.  

성탄세례반 첫 고해  

일시 : 1월 17일(목)  7 p.m.  
장소 : 성전  

특별 헌금  

1월 6일(오늘) : Diocesan Mission 
1월 27일(일) : Churches in Need  

경로의 날 행사      

1월 8일(화)  9 a.m.   머리방 있습니다.  
머리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유니온 널싱홈 미사  

1월 11일(금)  10:30 a.m. 

봉성체    

1월 11일(금)  9 a.m.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 2월 2일(토)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받은  

초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공동체 소식                                                                                                            2019년 1월 6일 

알 림 알 림 

5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1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개학 : 2019년 2월 9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5일(토) - 1월 19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 정 토마스 교육관 교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학생 2명 $480, 

문의 : (718) 321-0095 

모두 배워두면 좋은 심폐소생술  

대상 : 퀸즈성당 성인 신자 –선착순 30명  

교육비 : $20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1 p.m.부터  
등록 : 사목회 안내데스크, 간호사회 혈압재는 곳 

교회나 학교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

에서는 꼭 필요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입

니다. 쉽고 재미있게 뉴욕 간호사협회에서 도와

드립니다. 등록하시고 배워 보십시오.  

무료건강보험 가입 안내 설명회  

한울림 새임원단 명단 

대장  박애숙 실비아 총무  황영선 미카엘라 

회계 김순애 로사  

주일학교 후원금 도네이션  

한국학교 발전기금 도네이션  

.  

연령회 신년 모임  

 

장소 : 플러싱 삼원각 

성소후원회 신임 임원진 명단  

회장  이헌구 요셉 부회장  이성희 글라라 

총무  김성자 요안나 회계 손미정 마리아  

한울림 새단원 모집 

성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바오로 지휘자 (646) 823-6991 
                실비아 대장 (347) 543-0239 

주일학교 개학  

개학 :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 있습니다.  

안나회 월례회  

1월 8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1월 8일(화)  11 a.m.   정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단체장, 사목회 합동 회의  

로사리오회 월례회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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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19년  1월 6일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생활 상담소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일요일 9:20 a.m. - 10:30 a.m.  
장소 : 친교실 제1교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단원 대상 : 전신자로서 40-70대까지  

                성실히 봉사하실 분  
일시 : 매주 일요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Fresh Meadows 구역  

반장 : 장정애 마리아 (718) 263-5788 

Long Island 구역 3반 & 5반 합동 반모임  

반장 : 4184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 루시아 (347) 436-5677 

단원 모집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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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박종숙 데레사 

718-445-9000 
35-82 161 St. 신정갈비뒤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가정용 상업용 일체 

646-753-0470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부동산  

718-666-5751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제일 장의사  

대표 한응호  

언제나 통화 가능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아카디아 학원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Announcements  1st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January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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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67,329 decades. 

Pre Cana 

2019 Liturgy Workshop for Jr-HS Students  

Please know that before we schedule to read at 9:30 
a.m. mass in August, they MUST read at least twice for 
the 12:30 p.m. mass in Jan-Feb.  
Snacks will be provided at the Liturgy workshop.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Wise men came bearing gifts to confirm their star talk, 
for the infant Jesus is revealed as the mystery saving 
everyone-believers and pagans. All people are encom-
passed in the good new, the promise of the Gospel. All 
share the same inheritance. All share Christ’s body, the 
New Jerusalem that is the church mothering us to sal-
vation. God’s brightness draws us close as family. 
Daughters and sons share in God’s life. 

Cornerstone Retreat 
Cornerstone is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at our 
parish. Please join us for our annual retreat. All are wel-
come.   
When : Friday, Jan. 18th to Sunday, Jan. 20th, 2019 
Where : Graymoor Spiritual Life Center, Garrison, NY  
Who : English speakers of any age (must be 18 and up) 
Cost : $175 ($50 for college students)  
Deadline : Friday, Jan. 11th, 2019 
Contact : David Yoo (646) 541-5748 
Registration forms are in the office.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Age : 3.5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5 (Sat) - Jan. 19 (Sat)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student. (If 3 children register, one 
child fee will be waived.) 
Contact : (718) 321-7676 / (718) 321-0095 

Sunday School Winter Break (Starts Dec.30th)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Infant Baptism  
There will be th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19.  

Korean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will be resumed on Sat., Jan. 5, 2019. 

Video of Regional Meetings with Bishop DiMar-
zio and the Lay Faithful of the Diocese of Brook-
lyn-Queens regarding current Sex Abuse 
 

The video is a compilation of a series of meetings Bish-
op DiMarzio had with the Lay Faithful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sex abuse, the church’s response a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2019 Marriage Pre Cana 
Date: Sat., Feb. 2th, 2019 
    Sat., May 4th, 2019 
         Sat., Jul., 27th, 2019 
         Sat., Oct., 26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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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eshment.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6th (Today)  Diocesan Mission  
Jan. 27st (Sun)  Churches in Need  

Retreat for Sunday School Teachers 
Date : Jan. 11th (Fri) - Jan. 13th (Sun) 
Address : 40 Franciscan Way Garrison, NY 10524  
Please pray for our Sunday School teachers and assis-
tants, who will be on retreat from Friday, January 11 till 
Sunday, January 13 at Graymoor, NY. Fr. Daniel Kim, 
MM, will be Retrea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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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holy Catholic Church, that she may welcome all who seek peace and truth in her fol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the nations of a world in a time of spiritual darkness, that their leaders may be drawn to the 

dawning brightness of Jesus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universal charity: that all bigotry, narrowness and racism may be driven out from our hear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spirit of humble worship in our lives: that we may adore Jesus in the Eucharist with the devo-
tion of the Magi who brought gif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that eternal light may shine on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Savior of All Peoples and Nations 
<The Epiphany of Our Lord> 

       Weekly Homily                                                                                                                                                           January 6, 2019 

 We all know the story of the three kings, or more correctly, Magi. These were astrologers of the Zoroas-
trian religion in what was Persia, now present day Iran. The gospel of Matthew tells about these star gaz-
ers following a special star that led them to seek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They reasonably, yet it 
turns out tragically, assumed King Herod had a new son so they went to his palace in Jerusalem. Their 
arrival greatly upset Herod and the whole city because the birth of the Messiah would certainly challenge 
the political and religious powers. Herod, for his part, after inquiring of the Jewish scribes about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sent the Magi to Bethlehem instructing them to return so he too could pay 
homage to the newborn king. 
 
 This story is rich in symbolism. The star indicates that the birth of Jesus is a cosmic event. The Magi 
show the baby is not just king of the Jews but savior of all nations and peoples. Even Herod represents 
those whose political ambitions blind them to the goodness of God present in our world, who view Jesus 
as a threat. You’ll notice in the gospel the Magi enter a house where they found Mary and the baby. No 
mention of Joseph or a manger. Don’t be fooled by our overcrowded Nativity scenes! The shepherds and 
angels are in Luke’s gospel; the star and Magi are in Matthew’s. 
 
 The gifts the Magi offer: gold, frankincense and myrrh symbolize the baby is a king, a god, and a human.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supposedly pagan astrologers, following superstitious practices, not only found 
Jesus but they also realized who he was. Meanwhile Herod and many of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so-
called “right” religion completely missed the meaning of Jesus’ birth. This gospel story fills us with won-
der even as it gives us a warning. 
 
 We believe Catholicism is the one true Church founded by Jesus Christ. But we must never let our posi-
tion in society, our political power, or our material possessions blind us to who Jesus is and where we can 
seek and find him today. Let our acts of service, charity, and solidarity with the poor be the gifts we offer 
to show the world we know who Jesus i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Epiphany of the Lord                                                                                                       January 6, 2019 (Year C)  No. 2402 

Responsorial Psalm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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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orial 
Psalm 

 

 

Cristine An  Andrew Oh Jasmine Lee Natalie Sho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Songs of Thankfulness and Praise 107 
Breaking Bread Communion What Child is This 

The First Nowell 
105 
110 

Breaking Bread 

Offering 104 
Breaking Bread Closing 375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We Three King 82 
Children’s Mass Closing Hark the herald Angel’s sing 81 

Children’s Mass 

Rise up in splendor, Jerusalem! Your light has 
come, the glory of the Lord shines upon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