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6일(다해) 2398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정 명 진 조 은 경  박 지 희  

8시 미사 오 규 화  정 봉 재  김 정 옥  이 청 일  

11시 미사  최 헤 숙  최 윤 승 박 미 영  안 준 섭 

6시 미사  이 승 룡 선 다 형 이 승 룡 유필립·전가별·홍혜진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88번 암하소서 구세주여 

예물준비성가 
  

218번 
219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180번 
167번 

주님의 작은 그릇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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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친구 신부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 창밖에 눈발 흩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를 본 친구 신부가 눈이 온다면 좋아했습니다. 이

에 “눈이 오면 안 되는데…” 라며 난감한 표정을 

짓자. 친구가 말합니다. “난 눈이 좋아. 좀 이상한 

주임 신부지?” 이 말에 서로 한바탕 웃을 수 있었

습니다.  

 

 언제나 나의 지론은 여름은 여름 다와야 하고 

겨울은 겨울 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워

야 여름이고 추워야 겨울인 것이 당연하고, 이를 

좋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불편하고 힘

들어도 여름이 싫지 않은 이유입니다. 쌓인 눈에 

길이 덮여도 살갗이 에이는 매서운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겨울이 싫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 눈은 포근함과 아름

다움이 아니라 불편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

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은 폭설입니다. 그래서 월동준비는 제설 장비

를 점검하고 눈을 녹일 소금과 염화나트륨을 충

분히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

니다. “제발 올해는 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더라도 아주 적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그 고유의 정서는 메

말라 버리고 현실적인 효율성과 편리함의 논리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편리해야 한다.” 이 말

은 현재 우리 삶의 진리인 듯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의 비결은 이를 충족

시키는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효율

적이고 불편한 것은 사회악인 것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살 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고 집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스마트

폰으로 필요한 물건을 찾고 가격을 비교하고 주

문하는 일은 그저 눈으로 보고 손가락만 놀리면 

끝입니다. 며칠 후면 집으로 배달됩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입니다. 이제는 식료품

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고 편리한 삶의 현실에서 물건 하나 

사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서 좋습니

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우리는 더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가를 생각해봅니

다. 그 시간을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과 함께 나

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가족들 모임이나 

외식 때에 아이들이 전화기에 매달려 있는 것에 

한탄했습니다. 어느 부모는 식사 때 그 핸드폰을 

빼앗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스마트폰에 

열중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에

도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여지없이 눈과 손은 

스마트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과 편리성의 논리는 생산

성의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그 효율

성에 우리는 인간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잊습

니다. 함께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을 불편

하고 비효율적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효율성 앞

에서 우리는 기계화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패를 하면 안되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

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효율과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에 

치여 낙오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결국 선과 악

의 구분이 아닌 적응한 사람과 도태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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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회

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비판과 경쟁

의 사회가 되고 이는 인간성 상실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

다.  

 

 효율성의 극단은 바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

니다. 편리함의 극단은 바로 이기주의이기 때문

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하며 오직 비판과 판단의 

쓸데없는 오지랖만 늘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합

니다. 그러나 그 효율과 편리성에도 기본적인 윤

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효율성과 편리성에 아

무도 다치거나 도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다. 효율성과 편리성은 갖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어서는 안되고 사회 모든 이들이 누려야만 그 진

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구세주께서 오심을 예고하는 세례

자 요한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3: 11) 나아가 세리에게는 정해진 세금만 

받고, 군사들도 정해진 봉급만 받고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남에게 그 피해를 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내가 힘이 있다

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갈취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나누어

야 한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역설합니다.  

 

 파라오의 학정에 못 이기고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에 후회합니다. 자

유가 없고 일상이 힘이 들어도 집이 있고 적당히 

먹을 것도 있는 삶을 그리워합니다. 하느님과 모

세에게 투덜거리며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불편한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도 도태되지 않습니다. 40

년간의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여정에 사람들은 오

히려 하나로 일치하고 서로 도우며 자유를 향해 

그 힘든 여정을 이어 나갑니다. 오히려 과부나 고

아들을 보살피며 함께 더불어 광야를 지나고 결

국 약속의 땅에 도달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심판과 축복

을 함께 가져오심을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어떻

게 하시길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기대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를 돕는 것은 당장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은 

서로 이익을 얻는 윈윈 (Win Win)의 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심판받는 삶이 아니

라 축복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비판적인 가르침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더 큰 깨달음과 변화를 줍니다. 나아가 효

율과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메마르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

고 불편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따듯하고 

살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

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

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립피서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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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판공성사  

본당: 12월 18일(화)  8 p.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베이사이드 성당: 12월 19일(수)  8 p.m. 
우드사이드 성당: 12월 21일(금)  8 p.m.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12월 18일(화)  10 a.m.   

대림 특강  

12월 21일(금)   8:30 p.m. 미사 후  

특별헌금  

12월 25일(화) 본당을 위한 성탄 특별헌금  

12월 25일(화)  Catholic Charities 

성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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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예비신자 성탄반 세례ㆍ견진 성사   

일시: 12월 16일(오늘)  6 p.m. 미사 중 

장소 : 성전 

성탄 성야 미사  

12월 24일(월)  8:30 p.m.미사 
   7:45 p.m. 마니피캇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송년감사 미사  

새해 미사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12월 20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관심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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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12월 18일(화)  
장소 : 성당 친교실 (머리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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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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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iving Tree 자선 모금 (나눔과 기쁨)   

 Tree 설치 장소 : 친교실 입구 

 기부방법 : Giving tree에 붙어 있는 카드나    
사목회 데스크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기부

하고 싶은 물품을 선정하여 기부합니다.  
 기부 기간 : 12월 23일(일)까지 
 기부 문의 : 사목회 데스크 

주일학교(초등부) 크리스마스 쇼 연습일정 

12월  16일(오늘) 1:30 p.m. - 2:45 p.m. 
학생들은 모든 연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은 어머니 연합회에서 준비해주십니다.  
픽업시간은 2:45 p.m. 신 교육관입니다.  

나눔 

중•고등부 대림 판공성사  

일시 : 12월 18일(화) 7 p.m.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일시 : 12월 23일(일) 3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의료/진료 

한국학교 휴교  

12월 22일(토) & 12월 29일(토) 

한국학교 

안과, 내과, 한방 무료 진료 안내  

장소 : 퀸즈 크로싱 빌딩 4층 
주소 : 136-17 39th Ave, 4층, Northwell Office 
일시 :  12월 17일(월)   6 p.m. - 8 p.m.  
대상 : 보험이 없는 한인 

주최 : We Kare Health Team - 뉴욕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연락처 :  퀸즈성당 간호사회  

로사리오 메주 주문  예약 

품명 : 메주 

예약 기간 : 12월 15일(토) - 12월 2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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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방학 &개학  

방학 : 12월 23일(일) 
개학 :  2019년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의 집계입니다.  

총 13,352 단입니다.  



알 림 알 림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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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12월 16일 

 김남준, 문석현, 안영남, 전대영 

 

  

  

생활 상담소 

반모임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울뜨레야  월례회  
12월 16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성소후원회 정기총회  

 

요셉회 월례회  

본당 대림 판공성사 관계로 요셉회 월례회가  

12월 18일(화) 11 a.m.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로사리오회 연말 파티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2월 16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2월 23일(일) 2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요셉회 연말파티 

일시 : 12월 20일(목)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회원들의 친목과 기쁨을 나누고자 조촐한 모임

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

기 바랍니다.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2월 16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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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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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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stone, NY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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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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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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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pray :  
1. Weekday Mass - 5th decade of the Rosary (before 

mass) 
2. Sunday Mass - 1st decade of Rosary Pray (before 

all Sunday masses) 
Individuals, organizations groups - Full Rosary 
(Apostle’s creed, Our Father, 3 Hail Mary’s, Glory 
Be; 5 decades and Hail Holy Queen)

2019 Liturgy Workshop for Jr-HS Students  
Date and Time : Sunday, Jan. 6th after 9:30 a.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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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ictorious Lord is already in our midst, rejoicing 
with gladness and dancing with delight! Jesus revels in 
his birth among us through his mother Mary. He glo-
ries in becoming one of us. He welcomes our response 
to the good news proclaimed by John the Baptist: bap-
tism with water and baptism with the Hoy Sprit and 
fire. This bath gives us a safe place with God’s people. 

Christmas Show Practice  
Dec. 16 (Today) 1:30 p.m. - 2:45 p.m. (dress rehearsal) 
Lunch will be provided and pick up is at 2:45 p.m.  

JHS • HS Advent Confession  
Date : Dec. 18th (Tue)  7 p.m.   
Location : Fr. Jung Education Center 

Advent Confession  
Tue., Dec. 18th : St. Paul Chong Ha Sang Church 
Wed., Dec. 19th : Bayside Church 
Fri., Dec. 21th : Woodside Church 
All confessions start at : 8 p.m.  

Giving Tree 
Giving Tree is in the church basement.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all donations in.  

Special collection 
For Special Gift for Our Parish on Tuesday, Dec. 25th 
For Catholic Charities on Tuesday, Dec. 2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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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30 p.m. mass and 7:45 p.m. Christmas Carol-
ing on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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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Dec. 25th.  
There is no 12:30 p.m. mass and 6 p.m. mass.  
The End of Year Mass 

The New Year Mass 
There is ONLY 9:30 a.m. and 11 a.m. mass on Tuesday, 
Jan. 1st, 2019.  

Christmas Show  
Date : Dec. 23(Sun)  3 p.m.   Church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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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Dec. 23(Sun)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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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our Pope and all the pastors of our Church: that they may guide us with sound doctrin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teach the Catholic Faith: that they may make Christ’s words and deeds known to the 

people with accuracy and enthusiasm,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live in poverty: that they may know the comforting message of the Wor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eople in our community: that they may be always happy in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that they may come to eternal life with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No Good News Without Joy 
<Third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16, 2018 

 Granted, Roman Catholicism has the most members in the world of any religion (that’s 1.2 billion, 
or 50 percent of all Christians or 16 percent of the entire world population) how is it that so few peo-
ple still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Being the largest doesn’t mean much unless our numbers were 
effective in getting out the message to all people. I think people don’t believe in Jesus because they do 
not see his teachings reflected in how we live, speak and treat one another. And what is a distinguish-
ing mark of Christian faith? Joy! 
 
 The essence of the gospel is that God became human to show us how beautiful humanity is, when it 
reflects the divine image in which we are all made. Jesus came to restore that image which had be-
come distorted by sin. And he came to conquer death, which controls peoples’ lives and influences 
their actions out of fear. Do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Do we believe that he conquered 
sin and death by taking on himself the sins of the world and turning his cross into an eternal blessing? 
Do we accept our freedom as redeemed sons and daughters of God? If so, then why do you look so 
glum most of the time. An unhappy Christian is not only an oxymoron, it is a counter sign to the gos-
pel. 
 
 Many years ago I met a college co-ed from Fu Ren University, a Catholic school, in Taipei. She 
knew I was a priest. But in all honesty, she said, “I’d become Catholic, but I enjoy life too much.” Is-
n’t that sad? Her impression of Catholics was that we do not enjoy life. But who should enjoy life 
more than we who believe God is love and love conquers all and death does not have the final word. 
Each day before we get out of bed we should praise God for all the blessings we have received and let 
God’s joy fill us to overflowing so we cannot help but share it with everyone we meet. Just think how 
much better the world would be if all 1.2 billion Catholics showered it today with the joy of knowing 
Jesu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rd Sunday of Advent                                                                                                              December 16, 2018 (Year C)  No. 2398 

Responsorial Psalm   ◎  Cry out with joy and gladness: for among you is the great and Holy One of Israe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Zephaniah 
   Zephaniah 3:14-18a (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Philippians 4:4-7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Ryan Kim  Dylan Park Natalie Shon Isaac Shon Jasmine Lee·Jason Choi·Kevin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Grace Nam·Ashley Na·Ethan Lee 

9:30 A.M. MASS  

Opening          Alleluia! Hurry the Lord is Near 52 
Breaking Bread Communion 

40 
596 

Breaking Bread 

Offering 61 
Breaking Bread Closing 38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We are Waiting 48 
Children’s Mass Communion Holy table, Holy Bread 290 

Children’s Mass 

Offering Jesus, Jesus 178 
Children’s Mass Closing Advent Canon 

54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