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제3주일                                                                    2019년 12월 15일(가해) 2451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전 수 연 박 지 희  Jin Tae Kim•Yule Bae•Ethan Lee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김 정 옥 이 청 일  Annie Mun•Matthew Choi•Alice Choe 

11시 미사  박 의 진  조 민 교 최 향 이  김 재 국  Seo A Choi•Annabelle Na•Benjamin Jeong 

6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이 승 룡 전가별•강병인•윤성두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88번 

예물준비성가 
  

218번 
215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171번 
498번 

오 거룩한 생명의 샘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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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기쁨의 이유 : 임마누엘  

대림 제 1주일 복음: “준비하고 있어라, 기대하고 있

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24: 44 

 

대림 제 2주일 복음: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

이 왔다.” 3: 2 

 

대림 제 3주일 복음: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
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
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11: 7-9 
 
대림 제 4주일 복음: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

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1: 23 
 
 
 오늘은 대림 제3주일 “Gaudate Sunday” 즉 기쁨 

주일을 지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 즉 성탄절

이 가까이 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가 484번

이 입가에 맴돌아 마치 성탄이 바로 코앞에 있는 듯하

지만 아직도 2주일이 더 남았습니다. 따라서 성탄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지만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

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기쁨을 위한 준비입니다. 행복

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영원한 기

쁨과 행복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도라 번역되고 이는 직

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며 인류 구

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특히 그리스

도라는 말보다 메시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본 

복음의 독자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왕 이후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

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모세와 다윗왕 때처

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분을 선택하여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선택받은 분을 메시아라 일컫고, 그 메시

아는 다윗왕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절실

한 예언이었고 마태오 복음 사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께서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따라

서 그리스어로 번역하기보다 히브리어인 “메시아”라

고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다윗의 자

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

보.”(1: 1)라며 성조이신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전면

에 내세웁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또한 마태오 복음은 이사

야의 예언서를 인용해 “임마뉴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 사가는 친절하게 그 이름의 의미

를 번역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제자

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만으로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

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뉴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예수님의 정체

는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현존

하는 증거로서의 예수님 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

고 따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

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치유

는 하느님의 치유이며 예수님의 위로는 하느님의 위

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바

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

다.” 즉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알림의 소리였

습니다.  

 

 대림 제1주일 복음에서 잘 드러나듯이 세례자 요한

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오실 것을 알았

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

엘 군중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 같

은 권고를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오시지만, 그 시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 준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12월 15일 

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그때 필요에 의해 충동적으

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에 오신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우리 삶 안에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크리스마

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회개입

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

리의 삶의 목적지가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

이 순간순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대림 제3주일 복음에 예수님은 광야의 군중들

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

야에 나갔더냐?” 목적 없이 남들이 가니까 혹시나 하

고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목적의식

을 갖고 광야로 나왔는가를 물어봅니다. 자신의 구원

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과 믿음이 없이 요행을 바라고 

마치 복권을 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면 마

음을 다시 잡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

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되고 절대적이고 절실해야 합니다. 그 믿

음이 우리 삶의 보험 또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한 우산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삶의 원초적 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바

로 하늘나라를 위한 삶이며 하늘나라를 향한 삶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

다. 그렇기에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

다.”(11:6)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대림 4주

일 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에

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예

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

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시기 때

문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성탄의 기쁨이란 주제로 대림절 4주

간의 복음을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의 주일 복음

은 마태오 복음을 중심으로 선포되며 그 전례 절기에 

따라 그 맞게 편집되어 각 주일에 비치되었습니다. 따

라서 한 주일 복음을 따로 읽는 것 돕다 그 절기의 복

음을 함께 읽으며 그 절기의 주제와 영성을 좀 더 쉽

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성경을 읽는 것은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

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반성하고, 

반성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회개합니다. 회개

는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

니다. 집착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

니라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열린 마음이 바로 기도

의 바탕입니다. 사실 집착은 소유를 이루지만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열린 마

음은 소유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충

분히 누리게 합니다. 만족한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됩니

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시며 소유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

서 창조하신 온 누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세주 예

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소유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

입니다. 더 갖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누린다는 것은 있다는 것과 충

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을 보면 채우려는 욕심으로 조바심이 생기지

만 있는 곳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

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이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

니다. 기쁨의 시작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림 3주 차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이미 우

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임마누엘이 우리를 통해 드러

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

서도 이루지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상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레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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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1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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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대림 판공성사  

특별헌금  
 

로사리오회 빈병수거 
김치 빈병(1/2 겔론)을 로사리오회에서  

수집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판공성사  
대림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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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성야 미사  

12월 24일(화)  8:30 p.m.미사, 8:00 p.m.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화)  8:30 p.m. 미사  
새해 미사   

 

미사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12월 19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경로의 날 행사  

12월 17일(화)        

장소 : 성당 친교실 (머리방 있습니다.) 

2020 교무금 약정  
사무실과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교무금  

약정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미사 중 헌금함

에 넣거나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 안내  

일시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취지 : 성경 말씀의 생활화 

방법 : 매일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각자  

         ‘성경읽기표’에 표시  

*성경읽기표는 다음주 토요특전미사(21일)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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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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일)    2:30 p.m. 크리스마스 쇼 시작   
학생들은 모든 연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은 어머니 연합회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픽업시간은 12월 15일(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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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stone 구역 8반  

12월 20일(금)  10 a.m.    박광옥 안젤라 Home 
157-31 19 Ave. Whitestone NY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친교실 사용안내  
12월 22일(일)  2 p.m. 이후 Christmas Show 때에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친교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Flushing 2 구역 1반  

12월 22일(일)  11 a.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Apt 4A, Flushing, NY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Bayside 구역 5반  

12월 22일(일)  5 p.m.    하봉호 어거스틴 Home 
71-40 242 St. Little Neck, NY 11362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Bayside 구역 4반  

12월 22일(일)  6 p.m.    정길수 알로이시오 Home 
56-07 218 St. Bayside,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한국 학교 휴교  

12월 21일(토) & 12월 28일(토)    

한국 학교  

Pizza Night & 청년회 연말 파티 결과보고 

청년 성가대 메아리, 청년 전례부 소금, 청년 레

지오, 주일학교 교사단, Corner Stone 이 함께 모

여 여러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

다. 본당의 3분 신부님과, 2분 수녀님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행사를 도와주신 단체와 개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음식, 상품권, 와인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Bayside 구역 3반  

12월 15일(오늘)  7 p.m.    정기형 임마누엘 Home 
69-64 198 St. Fresh Meadows NY  
반장 : 김정옥 루시아 (917) 9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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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2월 22일(넷째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박영서, 김준수, 최광희, 최지호  

 

  

  

찬양팀(악기, 보컬), 율동팀 모집  광고주 모집  

 

도네이션  

요셉회 월례회  

 

울뜨레야 월례회  

 

요셉회 연말파티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2월 22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채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전) 

베드로회 월례회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사무실 휴무 

12월 25일(수)  Christmas    

도네이션  

본당 건축기금으로 한선자 세실리아 $12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생활상담소 봉사위원 모임  

일시 : 12월 16일(월)   7 p.m.  
장소 : 플러싱 삼원각 

내용 : 2020년 연중 계획 및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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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s
Dec. 25th (Sun)      Catholic Charities  

Christmas Show Practice (Elementary School) 
Dec. 15th (Tod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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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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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isoned John the Baptist sends his disciples with 
a question: Are you really the one? Jesus answers by 
listing the works of the Messiah. “Happy the person 
who does not lose faith in me,” he adds. Jesus praises 
John as the greatest child born of woman, but notes 
that the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John. 

Sunday School Advent Confession 
Dec. 17th (Tue.)   7 p.m.  
Location: Fr. Jung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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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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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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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at our 
parish. Please join us for our annual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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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ing Sat. Dec. 7th to May, 2020, St. Michael’s 
Church will be hosting a young adult mass of all young 
adults in the NY/NJ area on the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A mass by young adults for young adults!  

Church Office Closed 
Date: Dec. 25 (Wed)   Christmas Day   

Advent Flowers for the Altar
If you wish to participate with the flower offerings 
for the Advent season, please contact the church of-

Sunday School Winter Break 
Date : Dec. 22nd (Sun)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9th.  

mailto:piuskang8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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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ur Church: that the news it transmits to all be understood as the “acceptance and friend-
ship in Christ Jesu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ople of  the world: may we not sit idly when our leaders intimidate, demean, harass and 

slander their fellow human being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searching for answers:  that they find gentle and compassionate guid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rength to live our lives in Christ where there is no threat or fear, no hate or guilt, no 

time or en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courage to acknowledge we are not important enough to change the world all at once, 

but, slowly, we can with the Lord’s help and guid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Lighting Candles of Peace, Love & Joy 
<Third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15, 2019 

 The darkness continues to increase; the night lengthens. And our response? To light another candle. As 
Christians, we do not give into despair or discouragement, even though it gets darker by the day. Instead, 
we light another candle. This is Gaudete (Rejoice!) Sunday, where the Church takes time away from the 
austerity of Advent to remind us that, yes, darkness is all around, but our joy cannot be extinguished. 
 
 Advent is a season of waiting, silence and listening. Three things most Americans dislike! But some 
things must be waited for: ask any expectant mother! She doesn’t await the birth of her child passively. 
No, she must watch what foods she eats, she must exercise, she must baby-proof her house and, of 
course, prepare the nursery. Advent requires we also watch what we put into our minds, do spiritual exer-
cises and prepare our minds, hearts and lives for the birth of the Lord. 
 
 We also dislike silence because we don’t like what we hear. Our emptiness, our losses, our weakness 
seem to overwhelm us. But after all the distractions, it is refreshing to concentrate on the goodness of the 
Lord and listen for his voice in our conscience. 
 
 On this Third Sunday of Advent, we light a pink candle to remind us the darkness will not last forever, 
and Christ our light is already her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of Advent                                      December 15, 2019 (Year A)  No. 2451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35:1-6a, 10 (7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mes 5:7-10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38 
Breaking Bread Communion 365 

Breaking Bread 

Offering Lo, How a Rose E’er Blooming 82 
Breaking Bread Closing 72 

Breaking Bread 

 

Jasmine Lee Kevin Lee Stella Park Chris Yang Nicholas Kim•Mina Kim•Edward Oh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ustin Jou•Jake Moon•Hyunje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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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your hearts firm, because the 
coming of the Lord is at hand. 

Rej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