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3일(다해) 2406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이 태 희  김 혜 영 최 미 화  

8시 미사 김 수 진  김 병 민  박 만 선 김 철 순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이 성 희  김 재 국  

6시 미사  신 은 혜 이 승 룡 문 소 영  이 미 첼 송지연·김남효·전가별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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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예물준비성가 
  

216번 
340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봉 헌  

영성체성가  
 

154번 
496번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입니다. 
— 고린토1서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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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중 4주일의 복음은 지난 연중 3주일 복음

인 루카 복음 1장 1-4절과 4장 14-21절의 다음으

로 4장의 2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복음의 마지막 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

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가 오늘 복음의 시작입

니다. 

 

 루카 복음은 구약성서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약속

하신 구원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면면히 이

어지며 그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도록 하느님께서 계획하시었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미래적 구원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적 현장을 강조합니다. 따라

서 루카 복음은 인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면 이해하기 

쉬운 점은 바로 복음서마다 최초 독자 대상이 특정

되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자의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복음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마르코 복음은 그 주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

대인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에 

입각한 설명이 주요합니다. 따라서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말씀을 설명합

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 성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14대씩 3단에 걸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합

니다. (14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쓰면 다윗과 같

은 말입니다.) 또한 마태오복음은 예수님의 기적보

다는 산상교훈 같은 가르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

니다.  

 

 마태오 복음은 로마의 그리스교 신자들에게 쓰여

진 복음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인

에 대한 극심한 박해에 많은 신자들이 회의하거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 나약해

진 신앙심을 독려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따라

서 마태오 복음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적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 힘을 믿고 고난

을 극복하길 독려합니다.  

 

 루카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어를 쓰던 중산계층의 이방인들에게 예

수님의 구원사업을 설명합니다. 루카 복음은 그리

스어의 수려한 문체와 역사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의학적으로 박식함이 잘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예

수님의 탄생도 3장에 걸쳐 자세하고도 아름답게 설

명합니다. 당시 철학과 문학예술을 즐기던 헬레니

즘에 친숙하게 시메온의 노래나 성모님의 마그니피

캇처럼 문학적인 수려함이 돋보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므로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

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인류의 조상인 아담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느님께 

구원의 선택 받은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선택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

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하시었고 구 구원은 하

느님을 먼저 믿고 따른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하느

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진리를 설

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선택

적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믿는 이들이 구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구원역사의 시작을 알립

니다.  

 

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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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루카 복음에 이어 사도행

전 제자들의 행적에서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서

학자들은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은 1, 2권으로 나누

어진 하나의 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오 복음의 복음 구원은 하느님에 대한 새로

운 이해를 촉구합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옳고 그름

을 판단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은 단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임을 역설하

시고 이를 말씀과 기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에 반

해 마르코 복음은 수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박

해받는 이들에게 구원은 그 박해로부터의 자유이

고 이 자유는 바로 꺾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의 구원은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자비의 하느님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진복팔단의 첫 부분 “마음이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루카 복음은 

그냥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실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루카 복음은 자비

로운 “나눔”을 구원의 첫째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

다.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욕먹거나 질투 받지 않

고, 가난한 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

거나 혹사당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

임을 루카 복음을 드러냅니다. 배타적인 사회가 아

니라 이타적인 사회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러한 루카 복음의 보편적 구원

의 관점에서 읽으면 더 확실히 그 의도가 드러납니

다. 선민사상으로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심 그

래서 이방인과 전통적 율법이 이외의 것에 배타적

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엘리야 예언자 시대 사렙타

의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은 모두 이방

인이지만 하느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이

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라도 믿는 이를 구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느

님 구원의 우선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 예언자가 나아만이 찾아와 나병을 치

유해달라고 청하였을 때 그 치유 처방은 좀 황당하

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을 씻

으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 일러줍니다. (2 열왕 

5:10) 이에 나아만은 화를 내며 떠나갑니다. 더 그

럴듯한 치유법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하

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요르단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담그자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

졌습니다. (11) 

  

 루카 복음의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아무

리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행동해 보이는 믿

음을 요구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하느님께 

선택되는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

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판단과 아집만 믿는 이

들을 떠나갑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느님 구원 사업의 시작 

부분입니다. 루카 복음의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역

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구원은 선택받았다는 기득권이 아니라 믿고 항상 

일상의 삶에 그 믿음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믿는 이들이 이방인

일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결국 구원은 기득권의 권리가 아니라 항상 하느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려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은 

이타적인 배려와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에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

랑입니다.” (1코린도 13:13)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성

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주일 (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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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간호사협회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강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간호사회 일동  

은혼식·금혼식 신청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3월 6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2월 24일(일)  

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과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거 기간 : 3월 31일(일) 

유아세례  

일시 : 2월 3일(오늘)  1:30 p.m.  성전  

설날 합동미사  

봉헌은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아침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위령기도를 바

치겠습니다. 신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일시 : 2월 3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설날맞이 떡국잔치 : 12:30 p.m.  
윷놀이 대회 : 2 p.m.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미사 

봉투를 2월 3일(오늘)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성체  

2월 8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2월 8일(금)  10:30 a.m. 

부활반 대부모 만남  

일시 : 2월 10일(일)  12:30 p.m.  
부활반 세 영세자들의 대부모 만남의 모임이   

교육관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효진 베네딕다 수녀님 종신서원  

(부) 임재경 바오로 (모) 임명숙 로사  

본당 출신 임효진 베네딕다 수녀님께서 2월  

12일(화) 한국 올리베따노 수녀원에서 종신서원

을 받으십니다. 수녀님의 종신서원을 축하드리

며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안나회 만두 

안나회에서 만두를 1봉지에 $10 판매합니다.  
정성으로 빚어 만든 만두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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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또는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917) 254-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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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날짜 : 2019년 2월 9일(토) 
시간 : 9 a.m.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주일학교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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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파트타임 사무실 사원 급구  

일요일 성당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도네이션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성당 발전기금 도네이션  

 

안나회 도네이션  

 

울뜨레야 팀회합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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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월 19일(토) - 1월26일(토) 19,920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58,360단 

  공동체 소식                                                                                                         2019년  2월 3일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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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구역분과 회의  
2월 5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2월 6일(수)  8 p.m.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2월 10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2월 10일(일)  11 a.m.  미사 후    

연령회 월례회  
2월 10일(일)  12:30 p.m.   

간호사회 총회  
2월 10일(일)  11 a.m. 미사 후    

ME 월례회  
2월 10일(일)  성당 친교실     

2019 찬양의 밤 “내 안에 주, 주 안에 나” 

일시 : 2월 15일  7:30 p.m.  
장소 : 펠팍 성 미카엘 성당  

주소 : 19 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주최 : 성 미카엘 하나되어 성가대와 청년부 

입장권 : 무료  

문의 : 김혜영 스텔라 (Kakao : stellakimbella)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2월 3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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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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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장의사  

대표 한응호  

언제나 통화 가능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유니온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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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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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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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360 decades. 

Korean School  

 

The Lord stiffens the courage of Jeremiah by calling 
him to prophesy, to be a wall of bronze and a pillar of 
iron. Jesus challenged his hometown folk to respond 
to his work, but they chased him away. God’s over-
whelming love is a strong challenge for people. They 
are called to overcome obstacles, put away childish 
things and seek perfection in things that last: faith, 
hope and –the greatest-love. us and hand it on, in turn, 
to family members, neighbors, friends and strangers!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Sungja Kim  (917) 254-8540  

Korean School (Spring Semester)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Time : 9 a.m.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May 30th (Fri)  
Place : Bolivia (Santa Cruz & San Antonio) 
We s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internal medi-
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Sunday School 

Infant Baptism  

Collection of Empty Holy Water Bottles  
Our church collects the empty holy water bottles for 
Easter. Please bring it to church and the collecting box 
is in the front of church office.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24.  

Cornerstone Monthly Meeting 
When : Feb. 10th (Sun)  
Time : 10:30 a.m. - 12 p.m.  

Medic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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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may continue to guide the Church with eloquence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Christians elected to represent us may be strong in the courage of Christ, who was rejected by 
his own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not rely on earthly things, but place our hope in the God who never fails u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formed in the womb may be born in security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death may see God face to face.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Called, Sent and Strengthened by God  
<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February 3, 2019 

  It’s very scary to be called by God. Besides having to deal with one’s own doubts and insecurities, 
prophets usually faced harsh opposition, persecution, and more times than not, death. But the only 
thing more difficult than answering God’s call is trying to avoid it. (Remember what happened to Jo-
nah!) Jeremiah was no exception. He argued that he was too young, but God called him anyway. He 
tried to withhold the word of prophecy and it burned within him so he had no choice to speak out. 
(Jeremiah 20:9) God assured him that not only had he been consecrated in the womb, but despite eve-
ry manner of hardship Jeremiah would prevail against his enemies because God would be with him. 
 
  Jesus was a prophet not unlike Jeremiah. He too was consecrated from the womb. And he faced 
life-threatening opposition. In today’s gospel we see a remarkable change in the crowd at Nazareth. 
One minute they are praising Jesus for his wisdom; the next minute they are ready to kill him by 
throwing him over a cliff. What made them so angry so fast? Jesus burst their bubble! While it is true 
the Jews are God’s Chosen People, instead of being inspired to humble service with a greater appreci-
ation of their calling, they instead saw their calling as a source of pride, thinking God loved them 
more than others. Jesus reminded them that the prophet Elijah was not sent to help a Jewish widow 
but rather a Gentile widow of Sidon. Similarly Elisha did not cure one of the many lepers in Israel but 
rather a Syrian. This was too much for the people to bear. How can God love foreigners as much as 
God loves us? What’s the use of being Chosen? They were scandalized by God’s unconditional love 
and mercy for all people. 
 
  During our lives we occasionally do bad things that may scandalize people, so why not scandalize 
them by doing something good? Like Jesus, we too can be welcoming, inclusive, open to sharing 
God’s blessings with everyone, not just with members of our community.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be other Christs. It’s a daunting task to be sure. But remember, the God who calls you will not only 
give you the strength and grace you need to answer the call, but God will be with you even as you 
face opposition for daring to live the truth that God loves EVERYBODY. So we should as well, espe-
cially those who seem most unworthy and unlovabl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3, 2019 (Year C)  No. 2406 

Responsorial Psalm   ◎  I will sing of your salvation.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1:4-5, 17-19 (72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31-13:13 or 13:4-13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James Mun Natalie Shon Ryan Kim Ethan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God Has Chosen Me 379 
Breaking Bread Communion Servant Song 

473 
376 

Breaking Bread 

Offering The Lord Is My Hope 468 
Breaking Bread Closing Here I Am, Lord 378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Blest Are They 140 
Children’s Mass Communion 292 

Children’s Mass 

Offering Angel of Mine 227 
Children’s Mass Closing 147 

Children’s Mass 

Faith, hope, love  
remain,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