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제13주일                                                                    2018년 7월 1일(나해) 2374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수 현  김 얼  오 캐 런 손 신 애 

8시 미사 김 지 은  정 봉 재  윤 승 균 정 길 수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하 명 주 주 호 종  

6시 미사  이 미 첼 고 원 준  문 소 영 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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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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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Mike  Choo 

화답송 

입당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물준비성가 
  

211번 
212번 

주여 나의 몸과 맘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61번 
169번 

성체를 찬송하세 

사랑의 성사  

파견성가 4번 찬양하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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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Pastor’s Desk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르코 5: 36) 
 

 지난번 사목회장님이 문득 나의 서품 성구가 무

엇이냐고 물어서 잠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사제

나 수도자들은 사제 수품이나 서원 때에 주로 성경 

구절을 선택해 자신의 삶의 방향의 지표로 삶습니

다. 이를 보통 서품 성구나 서원 성구라고 하며 영

어로는 Motto라고 합니다. 서품 성구는 시간이 흐

르면서 기도의 일부분이 되었기에 굳이 서품성구라

는 표현을  쓰지않았던 차라 이 질문이 어색했습니

다.  

 

 어느 사제나 수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만의 

성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구절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

구야 삶의 깊이를 더 해가면서 자신의 삶에 더 맞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품 때 정한 

성구는 좋든 싫든 평생을 품고 사는 말씀이라 더 어

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년 전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에 사제서품을 준

비하며 사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

하였던 성경 구절, 여러 성경 구절이 떠올랐으나 나

의 최종 선택은 루카 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장

면 중1 장 38절의 성모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

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미사 때

마다 기억하길 바라면서 서품 성작의 밑바닥에 새

겨 넣었습니다. “It is for Thee, O Lord, that I 

am.”  

 

 20년의 사제 생활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성구는 이제 서품 성구라기보다는 그저 일상의 자

기반성이며 자기 결심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고

백은 바로 가장 절대적 믿음의 표현이었기에 사제

로의 믿음이 성모님의 믿음 같다면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영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제의 

믿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

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 때 교구 주교장은 예비 사제에

게 복음서를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읽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가르치며, 가르친 대로 

행하여라.” 결국 복음을 읽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연중 12주일의 마르코 복음도 “믿음”의 중

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영성 중

심에는 어느 복음보다도 절실한 “믿음”이 있습니

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떠한 경우라도 잃지 않

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복

음 전체에 깔려있는 안타까움은 바로 믿음이 강하

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고 즉각적으로 믿지 않고 인간적 논리로 

판단하려는 신도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실망합니

다.  

 

 오늘의 복음의 12살 소녀의 죽음 이야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려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

다. 이에 예수님은 함께 나섭니다. 그 사이에 그 딸

이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에 회당장에게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

고 그 집에 다다라 슬퍼 우는 이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

람들은 비웃습니다.  

 

 죽은 이를 자는 이라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에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을 인간적인 지혜나 상식으로 비웃은 예는 구약에

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

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부부는 이미 늙은 나이였

기에 천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

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

였다. ‘나이 백 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아흔 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창세기 17: 17) 

  

 그러나 사라는 임신하여 이사악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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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

나 즈카르야는 그 말씀을 의심하였고 그래서 요

한이 태어날 때까지 의심한 벌로 벙어리가 되었

습니다.  

 

 오늘 복음의 소녀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

간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는 말에 비웃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수님은 담담하게 죽은 소녀, 

아니 잠자고 있는 소녀에게 명령합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에 소녀는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닙니다.  

 

 마르코 복음 사가의 시대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

천이 된 로마인들이 로마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

되어 대대적인 박해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에 많

은 믿는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배교를 

합니다. 이에 교회의 원로들은 약한 믿음에 안타

까워하며 믿음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음을 저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두 기적의 이야기도 결국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낸 기적의 힘은 

바로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이 때문입니다. 모두

들 비웃어도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하혈하는 여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하혈하는 여자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은 병을 치료

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썼으나 더 심해지기만 하

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을 치

유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힘을 느꼈고 

이에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

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

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34) 그 여인을 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동정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

의 예언에 비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워 떨며 질

문합니다. 이 질문은 의심의 반문이 아니라 더 알고

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께서 너

에게 내려오시고……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

다.” (루카 1장 참조) 이에 성모님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하느님

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잘못을 저

지르지 않으려는 노력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정당화보다

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더 절실합니다.  

 

 오늘 죽은 소녀를 회생시키시고 하혈하는 여인을 

치유해주심은 단순히 깜짝 놀랄만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어린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어 가족의 품

으로 돌려준 것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 여인을 

그 사회로 돌려보내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 헤맨 착한 양의 사랑이 오

늘의 기적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는 각자의 이

익으로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낙태와 스스로 산아제한하는 사회적 

통념도 문제입니다. 나아가 인종 차별이나 난민 반

대로 점차 확산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고 삶의 무게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체성

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첫째 주일 (7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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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휴무  

7월 4일(수)  Independence Day 

7월 4일(수) 독립기념일 8:30 p.m.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금요일 신심행사 

7월 6일(금)     
종일 성체 현시, 조배와 저녁 미사 후 성시간 

헌화회 꽃봉헌  

지금까지 꽃대와 제대 꽃을 봉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욱진 토마스 신부님 추모미사  

일시 : 7월 12일(목)   7 a.m. 미사  
미사 후 연도와 성묘가 있습니다.  
성묘 버스 출발 : 9 a.m. 성당 앞 

버스제공 : 중앙 장의사  
St. Charles 묘지 : Setion#41Range “H” P20T 
                            St. Matthew 석상 앞 (Grave: 0734) 

가족 사진촬영 및 음식 판매 

기간 : 7월 15일(일), 7월 22일(일), 7월 29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하상회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 대회 

일시 : 7월 22일(일)   2 p.m.  
장소 : 주차장 

문의 :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푸심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단

체는 사목회 총무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편 성경공부  

일시 : 8월 7일(화)  8:30 p.m.   
시편 성경 공부가 8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있습니다.  
퀸즈성당 웹사이트  

현제 퀸즈성당 웹사이트가 운영 중입니다.  
많은 신자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tpaulqueens.org 입니다.  

유아 세례 

8월 5일(일)  1:30 p.m.   성전  

본당 신부님배 경로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7월 18일(수)  1 p.m.  
장소 : Clearview Golf Club 
비용 : $100 
점심(골프 클럽), 저녁(성당 친교실) 제공  
본당 신부님배 경로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1 p.m.
부터 샷건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담없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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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화 공동체 “FIAT” 콘서트 (주제 : 미라클) 

일시 : 7월 1일(오늘)  7 p.m.  
장소 : 베이사이드 성당  

입장료 : 무료  

한국에서 활동하는 찬양팀 FIAT 에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학교  

헌혈 행사  

일시 : 8월 26일(일)  8:30 a.m. - 2:30 p.m.  
주최 : 간호사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고스, 케루빔 성가대 방학 

요셉회   

한국학교 교사 모집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718-321-7676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 캠프 

일시 : 6월 29일(금) - 7월 1일(오늘) 
장소 : Holmes Camp and Conference Center 
           60 Denton Lake Road, Holmes, NY 12531 
도착예정 : 7월 1일(오늘) 5 p.m.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혼인 교리  

혼인교리 

기쁨의 샘 Pr. 단원 모집 

필요시 아이와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7:45 p.m.  
문의 : 이한나 글라라 (917) 403-5321 

요셉회 월례회 및 청소 

7월, 8월 2개월간 요셉회 월례회 및 성당 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교  

주일학교  

2018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 음식 판매  

날짜 : 7월 1일(오늘)  
장소 : 성당 친교실, 성당 앞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에서 모밀국수를 성당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또 성전 앞에서는 시원한 냉커피도 판매합니다.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에서 올해는 집을 두채  

지어야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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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 7월 21일(토)  9 a.m. - 9 p.m.  
           7월 22일(일)  9 a.m. - 5 p.m.  
장소 : Felician College  
참가비 : $40  
신청문의 : 성령 기도회  

               김흥순 데레사 (347) 453-8197 

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7월 1일 

생활 상담소 

7월 8일(둘째 일요일)  12:30 p.m. 제1교육관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박종근  

 

  

  

반모임  

제36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일시 : 7월 4일(수) 9:30 a.m. 
장소 : 베이사이드 성당  

주소 : 56-15 213 St. Bayside, NY 11364  

Flushing 2구역 3반 

7월 14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울뜨레아 팀 회합 

일시 : 7월 2일(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제 : “미사 전례”에 관하여 공부  

지도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교재 : 어린양의 만찬 

울뜨레아 회원이 아니신분도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 (646) 286-4328

Flushing 2구역 7반 

7월 14일(토)  7 p.m.  강상숙 모니카 Home 
33-09 160 St.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구역분과 회의  

일시 : 7월 3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월례회 

일시 : 7월 13일(금)  10 a.m.  성전  

헌화회 월례회 

7월과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성제회 월례회 

일시 : 7월 8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7월 8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일시 : 7월 8일(일)  12:30  p.m.  성당 친교실   

Whitestone구역 8반 

7월 11일(수)  10 a.m.  조복생 모니카 Home 
166-04 21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단체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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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광고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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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e Regina  
(Legion of Mary : Young-adult group)  
Time : 1 p.m.  
Contact : Katherine Mun (646) 462-5324 

2018 Summer Camp Start 
Students : Pre K—5th Grade 
Period : July 2nd (Mon) - August 17th (Fri) 7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We are looking for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teachers for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Sr. Han at 718-321-7676. 

 

Date : Sunday, July 8th 
Place : Education Center  
Grades: Graduating 5th graders to 12th graders 
Students must be currently enrolled in Sunday school. 
The 9:30 mass needs new liturgy readers.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Note: All new liturgists must proclaim the Word at the 
12:30 pm mass during the summer before they are 
switched to 9:30 am mass. 

 
                                                         
 WHO TOUCHES ME? “Talitha, Koum.” Both the 
suffering woman and the young girl revive with the 
healing touch of Jesus. Here, faith in Christ Jesus, son 
of God, conquers sickness and death. Today we look to 
the church’s faith to help us overcome death and sin. 
Here, God’s bride, the church, look to the Lord’s gen-
erosity for healing and salvation. In the Eucharist, Jesus 
again asks, “who touches me?” We do Lord. Help us! 
Save us! 

We are looking for Korean School teachers.  
Please contact Sr. Hur at 718-321-7676. 

Marriage Pre Cana 
Date: July 21th (Sat)   1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30  
Question: Church office (718) 321-7676 

Universal Prayer 
 
 For we who know Christ, we share his living ex-

ample and love with those who do not know 
him,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 hear our 
prayer.   

 That in touching the hem of Christ’s garment 
through the sacraments, prayer, and Scripture, we 
find ourselves healed in our spiritually and physi-
call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the deadness of our lives we let God take 
us by the hand and bring us to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song in our hearts and on our lips at this 
Mass be not a dirge for our dead souls but a joy-
ous song of thanks for God’s life in us,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e freedoms that we enjoy as Americans 
since 1776: that we remember that they were 
dearly paid for by our fellow Americans and pro-
tecting them for all is our responsibility. Let us 
pray to the Lord. ◎ 

July 4th (Wed)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There is 7 a.m. mass only. 

Food Sale from 2018 Bolivia Mission  
Date : July 1st (Today)   
Where : Church basement and front of Church 
Bolivia Mission Team will sale the Buckwheat noodle 
and iced coffee at the church basement and at the front 
of church. Please have a delicious noodle and iced coffee.   

First Friday of the Month (July 6th) 
Exposi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following the 7 
a.m. mass. Benediction after evening 8:30 p.m. mass  

Infant Baptism  
August 5th after 12:30 p.m. mass.  
Class for infant Baptism on July 28th (Sat)  
Needed : birth certificate  

Sunday School Teacher Workshop  
Date : August 25th (Sat) - August 26th (Sun)  
Place : Mariandale, Ossining,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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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spoke Aramaic, a language related to Hebrew. Our gospels were written in Greek. But every now and 
then we get the actual words of Jesus in his native tongue. Today is one such case. Mark records the actual 
words of Jesus in his own language. These words translate as “Little girl, arise!” Such a simple sentence but 
with profound meaning. 

  Unlike healers and exorcists of his day, Jesus did not employ any magic words or secret formulas. He 
spoke in every day words. Indeed, “Little girl, arise!” would be exactly what a parent would say in the morn-
ing to their sleeping child. But something more wonderful is happening here. Even though the mourners mock 
Jesus for saying the girl is not dead, when clearly she was, Jesus puts everyone out of the room except her par-
ents and his disciples. Then he breaks the law by touching a corpse; in this case, holding the girl’s hand. But 
unlike other miracles or exorcisms, Jesus does not address a demon or spirit, but he talks directly to the dead 
girl! When Jesus raised the only son of a widow, and when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he did the same 
thing: he spoke directly to them —and they came back to life! 

  This miracle is also interesting because of the way Mark tells the story. He writes a “narrative sandwich “! 
Jesus is on his way to cure the 12-year-old daughter of Jairus, but on the way there is an interruption. A wom-
an suffering from a hemorrhage— for twelve years!— secretly touches the hem of his garment hoping to be 
healed of her affliction. Now, bleeding isn’t just an inconvenience. It had driven the woman to poverty, yet her 
condition only got worse. She was desperate. Plus, a flow of blood renders a person ritually unclean. So for 12 
years this woman has been a social outcast. She could not enter the Temple. What’s more, anyone who 
touched such a person is also rendered unclean for that day. This is why she was at first too embarrassed to 
admit what she had done. Also notice: Jesus doesn’t know whom he had healed. He was only aware “power 
had gone out from him.” But it was necessary for him to find the woman, not to shame her, but to let her know 
she’d done nothing wrong. He addresses her as “Daughter” and lets her know her faith, and not any special 
healing properties of his clothing, had healed her. 

  Two stories of healing and restoration, joined together by the number 12, show that Mark intentionally 
made this narrative “sandwich” to show the perfect power of Jesus over illness and death. Jesus turns every-
thing upside down. Those who are bleeding or dead do not render Jesus unclean. Rather, his power heals them 
and makes them clean. And he does so through simple, everyday encounters and language. The evangelist in-
vites us, too, to approach Jesus in faith in our everyday existence, to let him touch us and restore us to the full-
ness of life. 

       Weekly Homily                                                                                                                                                                  July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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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I will praise you, Lord, for you have rescued m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1:13-15;2:23-24 (9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Second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8:7,9,13-15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  12:30 P.M. MASS 

Opening          Lift High the Cross 713 
Breaking Bread Closing Joyful, Joyful, We Adore Thee 543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Mike  Choo 

“Talitha koum”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