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제1주일                                                                    2019년 12월 1일(가해) 2449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서 승 덕 정 봉 재  김 신 화  박 영 서  

11시 미사  최 혜 숙  정 기 형  박 미 영  노 태 균 

6시 미사  이 승 룡 왕 은 희  문 소 영 김 남 효 전기별•유필립•강병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89번 

예물준비성가 
  

211번 
512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7번 
163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97번 구원의 메시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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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 대림 첫 주일로 전례 가해를 시작합니다. 가나

다해 중 첫째 해인 가해는 주일 미사 복음을 마태오 

복음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참고로 나해는 마

르코 복음, 다해는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요한 

복음은 주로 부활에 자주 나옵니다. 
 

 마태오 복음은 성경의 사대복음에 첫 번째로 실린 

복음으로 열두 사도중 한 분인 마태오 성인이 적은 것

입니다. 마태오 성인은 원래 유대인 세리였으나 예수

님의 부름으로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

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느님

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과 율법과 예언으로 

대화하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어 광야를 지날 때 방황하는 사람

들을 위해 하느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을 효시로 율법

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하느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진 성

괘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다분히 율법

에 입각하지만 새로운 해석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율

법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위한 존재가 아니

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의 주인이라

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에게 하느님은 단죄의 하느님이셨습니다. 
흑백의 논리로 율법을 지킨 이는 선인이고 어긴 이는 

죄인입니다. 선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기에 율

법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

었습니다.  
 

 심하게는 어떤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선천적 

불구로 태어나도 하느님의 벌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

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소외 받게 된 것입니

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판단과 

단죄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

신 율법의 정신은 질서와 단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무

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용

서는 회개를 전재로 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

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하느님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분

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대하십

니다. 죄인들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

다. 예리코에서 세관장 자케오를 먼저 초대하시어 회

개의 기적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일화와 세리 마태

오를 초대하여 회개하게 하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

고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남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

신 것 같이 하느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시

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마태오 복음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다윗의 자손

이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됨을 

마태오 복음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드러냅니다.  
 

 마태오 복음의 특징은 유대 율법에 입각해서 쓰였

다는 사실입니다. 사대 복음 중에 예수님의 탄생 비화

를 알려주는 복음은 마태오와 루카 두 복음인데 이 

두 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 쓰였

습니다.  
 

 예를 들어 루카 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어린 성

모님께 나타나서 탄생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

오 복음은 요셉 성인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약혼자 

마리아의 잉태 비밀을 알려주고 받아들이라고 명령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좀 더 남성 중심이기에 하느

님의 비밀을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알리는 전통이 있

습니다.  
 

 또한 구약의 후대에는 하느님의 예언은 주로 꿈을 

통해 전해집니다. 성모님의 경우처럼 천사가 직접 나

타났다는 것보다는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남으로 유

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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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두 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는 데 이

방인들에게 들려주려 적은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족

보가 아담과 이브로 시작하지만, 유대 민족을 독자로 

하는 마태오 복음은 유대교 성조인 아브라함을 중심

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

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는 전승 예언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마태오 복음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유대인은 하느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죄로 여기

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궁극적인 구원의 끝은 바로 모든 믿

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에 예수님은 다섯 번의 큰 설교를 통해 하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마
태오 복음이 가르쳐 주듯 삶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하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로 마감한 백만 단 묵주 기도로 우리는 우

리 공동체의 기도 힘을 과시(?)했습니다. 몇몇의 기도

로 이룬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사실에 

더 감동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교회 일치와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좀 더 

어루만져줄 수 있었기에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
리 공동체 식구께 고마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

다.  
 

 이 감동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순간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초 뉴욕 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의 추수감

사절에 관한 의미 있는 컬럼을 읽었습니다. 항상 감사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추수감

사절은 온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한데 모여 먹고 마시

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감사가 드러나는 시간

이므로 감사할 필요 없이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생각난 것은 바오로 성인의 말씀

처럼 궁극적으로 사랑과 소망과 믿음  중에 하늘 나라

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소망과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그 자체로 목적

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동력이기 때문

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존재들에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

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주고받는 산술적 

관계로 보여지는 이익에 감사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

입니다. 이는 마치 윤활유 같아서 모든 관계는 유기적

으로 부드럽고 생기 있게 만드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

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 즐길 때인 것 같

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함

께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향한 여정의 끝에는 사랑이 있

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삶의 여정에 사랑이 가득하

고 따라서 행복한 하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더 가지려 노력합니

다. 그 노력이 경쟁이 되고 반목이 되고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고마워하지 못합

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은 지 않

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설렘은 그 기다림의 

끝에 기쁨이 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

복해질 자격이 있고 행복해지려 노력합니다. 이번 대

림절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의 비밀, 즉 나눔의 

기쁨을 고마운 마음으로 흠뻑 느끼길 바랍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디시 오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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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1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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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백만단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대림 판공성사  

특별헌금  

 

총 누적 봉헌 단수 : 1,063,387단 

지난 일년동안 정성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백만단 

봉헌을 달성하였습니다. 함께 하여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12월 6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미사 전 십자가의 길과  

저녁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판공성사  

대림피정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로서,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대림 특강  

날짜 :  12월 20일(금)    
시간 : 8:30 p.m. 미사 후  

대림 피정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님  

.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구세주를 기다리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

는 마음으로 성탄 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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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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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12월  1일(오늘)    11:20 a.m. - 12:00 p.m.  
12월  8일(일)    11:20 a.m. - 12:00 p.m.  
12월 15일(일)   1:30  p.m. - 3:00 p.m. 
12월 22일(일)    2:30 p.m. 크리스마스 쇼 시작   
학생들은 모든 연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은 어머니 연합회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픽업시간은 12월 15일(일) 만 3:00 p.m. 입니다.  
다른 날은 주일학교 마치는 시간과 동일하며  

12월 22일(일) 본 날은 픽업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대림 판공성사  
12월 17일(화)  7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로사리오회 빈병수거 
김치 빈병(1/2 겔론)을 로사리오회에서  

수집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제회 새임원 명단  

회장  한원삼 베드로 부회장 강용배 요한 

총무 박정원 베드로 회계 한숙희 데레사 

신앙 고백  

대림제1주일부터 미사 중 신앙고백이 니케아  

신경에서 사도 신경으로 교체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대림 피정  

학년 : 4 - 5 학년  

일시 : 12월 14일(토)  10 a.m. - 3 p.m.  
장소 : 성전  

학생들이 대림피정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도네이션  

본당 발전기금으로 월요라인댄스에서 $13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기금 도네이션  

본당 건축기금으로 이관진 엘리사벳 $1,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자의 날 기념 미사  

일시 : 12월 7일(토)   2 p.m.  
장소 : Co-Cathedral of St. Joseph (부주교좌 성당)  
주소 : 856 Pacific St. Brooklyn, NY 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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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2월 8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연차 총 친목회  

 윤기춘, 장택규, 임대형, 서기호  

 

  

  

반모임 

Bayside구역 4반  

11월 24일(오늘)  6 p.m.    권문희 세실리아 Home 
63-43 Douglaston Pkwy, Little Neck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lushing 2구역 7반  

12월 14일(토)  7 p.m.    박정자 제인 Home 
33-64 165 St. Flushing, NY    
반장 : 김용숙 리디아  

Bayside구역 3반  

11월 24일(오늘)  6 p.m.    이헌구 요셉 Home 
43-54 196 St. Flushing, NY  
반장 : 김 루시아 (917) 913-3120 

광고주 모집  

 

2019년 퀸즈성당 봉사자의 밤 

일시 : 12월 2일(월) 7 p.m.  

대상 : 각 단체장, 구역장 및 반장 

장소 : 성당 친교실  

주관 : 사목회 

Flushing 2구역 4반  

12월 7일(토)  4 p.m.    Astoria 아파트 친교실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Flushing 2구역 3반  

12월 14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1구역 1반  

12월 10일(화)  12 p.m.    전윤애 아녜스 Home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요셉회 월례회  

 

울뜨레야 팀회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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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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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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Sunday School Teachers  

Special Collections
Dec. 8th (Sun)     Religious Retirement Fund 
Dec. 25th (Sun)   Catholic Charities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Nov. 10th - Dec. 29th (Sun)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Infant Baptism  
Date : Dec. 1st (Today)  Time : 1:30 p.m.  

Christmas Show Practice (Elementary School) 
Dec.   1st (Today)       11:20 a.m. - 12:00 p.m. 
Dec.   8th (Sun)          11:20 a.m. - 12:00 p.m. 
Dec. 15th (Sun)    1:30 a.m. - 3:00 p.m. (dress rehearsal) 
Dec. 22nd (Sun)    2:30 p.m. Christmas Show 
Lunch will be provided and pickup is 3:00 p.m. on Dec. 
15th (Sun) only.  

Adult Legio Annual Show & Get-Together 
Dec.   1st (Today)       1:20 p.m. - 4:30 p.m. 
All Adult Legio groups will gather in the church base-
ment for praise and celebration to Mother Mary. Eve-
ryone is welcome to attend. 

Coat & Hygienic Supplies Drive 
The Sunday School is assisting one of Woodside’s 
young adult, Clare Lee, to supply coats and basic hy-
gienic supplies with St. Dominic’s Outreach.  
They are accepting the following:  
 Coats (Men’s only)  
 Scarves, Gloves, Socks 
 Underwear (Sizes M-XXL)  
 Toothbrush, Travel-size toothpaste 
 Razors, shaving cream, shampoo, conditioner 
 Women’s sanitary napkins 
Donations will be accepted in the JHS/HS Sunday 
school office on Sundays. Please look for any of the 
JHS/HS teachers to donate. 

 

 The “ripe time” has come, the time to wake up for 
the coming of the Lord! We do not know exactly when 
he will come, but we do know that the time is already 
ripe so we must “stand up now for Jesus!” Advent is a 
time of expectancy. We wait for the next step in the 
Lord’s plan for his creation and for each of us. He 
came once as a baby, he comes to us in our worship 
and daily lives, and he will come again in full power, 
glory and majesty. 

Date: Dec. 9th (Mon)   Time: 7 a.m. 

JHS & HS Advent Confession 
Dec. 17th (Tue.)   7 p.m.  
Location: Fr. Jung Education Center 

Elementary School Advent Retreat  
Grades: 4th and 5th grade  
Date: Dec. 12th (Sat)   10 AM - 3 PM  
Location: Church  
We welcome all students from these grades to partici-
pate in this advent retrea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birth of the baby Jesus Christ.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30 p.m. mass and 8:00 p.m. Christmas Carol-
ing on Tuesday, Dec. 24th.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Wednesday, Dec. 25th. 
There is no 12:30 p.m. mass and 6 p.m. mass. 

Christmas Show  
Date: Dec. 22 (Sun)   2:30 p.m.  
Where: Church basement 

The End of Year Mass  
There is 7 a.m. mass and 8:30 p.m. mass on Tues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There is ONLY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Wednesday, Jan. 1st, 2020. 

Advent Confession  
Tue., Dec. 17th : St. Paul Chong Ha Sang Church 
Wed., Dec. 18th : Bayside Church 
Thu., Dec. 19th : Brooklyn Church 
Fri., Dec. 20th : Woodside Church 
All confessions start at : 8 p.m.  



11 

                 1 

 That we be awake when the Lord comes: and be awake in the many ways in which He comes to u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our hearts be prepared for the kingdom of God within ourselves: and for the fullness of the 
kingdom of Christ’s second coming,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Advent be a time of true repentance and openness for us: may our hearts and minds melt 
away the walls of self-interest and cynicism so that we do not miss the coming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do more ourselves to extend Christ’s kingdom: Let us aid the needy, the spiritually 
impoverished, the emotionally empty and those ignorant of Christ’s love and pea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in our preparations for Christmas: we make practical plans to bring peace to troubled hearts, 
hope to the despairing and love the unloved.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aiting for the Lord—Not Christmas!  
<First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1, 2019 

 Don’t be fooled! Today is the beginning of a new liturgical year (A) and the season is Advent, not 
Christmas. Don’t follow the gospel according to Walmart or Amazon Prime. They’ve already started play-
ing Christmas carols two weeks ago to put you in the “Christmas” spirit, that is, a shopping mood. But we 
can easily be distracted by all the lights, decorations and music and forget what Christmas—and Ad-
vent—are all about. 
  
 Americans are notoriously impatient. We want everything NOW. This instant. We hate waiting. But Ad-
vent asks us to slow down, just when all the advertisements on TV and radio are telling us to hurry up! 
Act now! Buy quickly before it’s too late! But you want to know a secret the stores don’t want you to 
know? Things will actually get cheaper if you wait! So the Church is correct to emphasize waiting. Of 
course we’re waiting for more than just bargains and sales. We’re waiting for nothing less than the coming 
of our Lord. The Jews waited for centuries for the promised Messiah to come. Yet despite the prophesies 
of Isaiah and others, so few recognized him when he came. 
 
 Why is that? Maybe their expectations weren’t met. Maybe their idea of a Messiah didn’t jive with a baby 
lying in a manger (much less nailed to a cross.) Maybe they were too busy with business, or working, or 
studying, or arguing, or shopping (!) to recognize the promised Messiah of God had come to them in their 
lifetime. Let’s not repeat their mistake. This Advent, let’s get away from busyness and mindless activities. 
Christmas will come at the right time. Before then, set aside some time EVERY DAY for quiet reflection 
on Scripture and prayer. Above all, ask God to help you seek and find the presence of Jesus in our midst. 
Jesus is so much more than Christma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rst Sunday of Advent                                       December 1, 2019 (Year A)  No. 2449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2:1-5 (1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Romans 
   Romans 13:11-14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38 
Breaking Bread Communion 49 

Breaking Bread 

Offering Seek Ye First  435 
Breaking Bread Closing 61 

Breaking Bread 

 

Irin Cho Alice Choe Cristine A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We are waiting 48 
Children’s Mass Communion I am the bread of life 304 

Children’s Mass 

Offering Though we are many  255 
Children’s Mass Closing People, Look East  55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