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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이 태 희  김 성 진 박 명 숙  Ryan Kim•Regian Lee•Thoams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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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미사  정 혜 숙  서 기 호  하 명 주  안 준 섭 Ashley Na•Brian Kim•Clai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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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92번 

예물준비성가 
  

219번 
210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64번 
168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97번 구원의 메시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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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대림 제4주일 

 대림 제4주일의 복음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

음을 알립니다. 이 임박함의 알림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기쁨을 간직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

다. 우리는 이틀 후에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기리게 

되는데, 곧 맞이하게 될 축제의 기쁨을 고대하면서 오

늘 복음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

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성조들을 열거하고, 마지

막에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성경의 모든 역

사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점을 알립니

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의 족보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 

한 점이 있다면, 족보의 내용이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

제들을 낳았다.” 하고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을 낳았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대인 예

수님에 대해서는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만 하며, 마리

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이전의 모든 출생들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

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 집

안에서 탄생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이 되시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분께서는 다윗 가문에 종

속되어 있는 분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하느님의 아들

이심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우리

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전하며,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우리

가 기쁨을 간직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아

닌 요셉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는 점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

제로 마리아와 요셉이 내적으로 큰 갈등을 겪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께서 아이를 잉태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니 요셉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리아를 고발

하여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죽음에 처하도록 해야 하

는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상세히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즉 배신을 배신으로 갚

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적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의 갈등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혼인하지 않

고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자기와 자

기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의 안위보다도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율법

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

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그분께서 보시기에 흠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곧 다가올 축제일을 기쁜 마

음으로 기다리며 요셉의 의로움을 묵상해 볼 수 있습

니다.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

내로 맞아들여라.” 하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삶 가운

데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신비를 두려움 없이 받아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

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서 원하

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활동으로 받아들

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기

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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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고 두 분의 말씀 끝에 신부님이 저를 교황님께 소

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브루클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신부가 되었다는 간단한 소개에 교황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찬미 예수!”  
 
 갑작스러운 교황님의 한국말 인사에 깜짝 놀라 준비

한 인사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 했습니

다. 그저 교황님의 따듯한 악수에 어리벙벙한 얼굴로 

교황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어 묵주를 주시며 

사제수품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다음 사람에게 다가가는 교황님의 뒷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한심해했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

니다. 언제 다시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알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는 날까지 기억날 것입니다. 그 기

억에 입가에 미소가 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

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기다림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되었고 두 분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성탄은 전세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은 왠지 기쁜 날이고 

추운 겨울의 날씨도 포근하게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

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다 품을 정도

로 큼을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

내로 맞아들여라.”  
 
 하느님은 요셉에게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고통

이 산모의 고통처럼 더 큰 행복과 구원의 열쇠가 되었

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생각해봅니

다.  
 
 어떤 이는 기대했던 선물을, 또 어떤 이에게는 요셉 

성인이 받은 고통스러운 선물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궁극의 결론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이번 기다림의 끝에 모두가 은총이 가득한 선물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다림의 끝이 다가옵니다.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학급 전체가 선생님께 체벌

을 받을 때의 기다림은 가장 힘든 기다림 중에 하나

였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좋은 일을 기다리

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기다림의 공통점은 준비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기쁨을 넘어서 다가

오는 현실에 대한 준비가 고통을 줄이거나 기쁨을 배

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거나 그저 설

레는 마음으로 부풀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작 기

다림의 끝에서 실망하고 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을 예수님

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대림 제1주일 복음에서 들었

던 말씀도 “깨어 있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다림의 끝은 그 열매가 꼭 있습니다. 마
치 산모의 준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준

비한 산모는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겠지만 그렇지 않

으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예전 갓 서품을 받고 신학교 교장 신부님과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성 

베드로 성당 옆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석하고 난 후 20여 명의 

미사 참례자들이 교황님을 알현하는 기회를 갖았습

니다.  
 
 알현장에 둥글게 20여 명이 서서 교황님을 기다리

고, 잠시 후 교황님이 들어오시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님께서 한 사람씩 악수와 담소를 

나누며 제 차례로 점차 다가올 때, 속으로 생각합니

다. 뭐라고 인사할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엇을 물

어보실까? 등등  
 
 나름대로 속으로 연습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

고 있을 때 어느새 교황님이 제 옆 교장 신부님께 다



대림초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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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1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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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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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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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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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날짜별로   

  매일 읽은 성경 부분이 표기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합니다. (배부된 ‘성경 읽기표’ 참고) 
   ** ‘성경읽기표’는 다음주 12월 28일(토)      
        토요특전미사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2. 매일 미사와 주일미사 시작 전 전신자의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구절은 그날의 복음말씀입니다. (미사 때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거나, 개인휴대폰에    

  ‘가톨릭 성경통독’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   

  랍니다. 앱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사목회 데스크로 문의 하십시오.) 
신년하례식  

2020 년 1월 1일(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2020년 새해 달력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2019년 1월 3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12월 22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첫금요일 신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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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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0 p.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메주 예약  
품명 : 메주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로사리오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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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하여 주십시오.  

주일학교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지난 12월 17일(화) 경로의 날 행사의 음식 일

체를 사목회 회장 한해남 요셉 형제님께서 도네

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학교 휴교  

12월 28일(토)    

한국 학교  

사무실 휴무 

12월 25일(수)  Christmas Day   

혼인교리 강좌 안내  

2020년  1월 25일(토)   
2020년  4월 25일(토)   
2020년  7월 25일(토)   
2020년 10월 24일(토)  
시간 : 1:30 p.m. - 7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실  

간단한 다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교재와 다과 

준비관계로 커플당 $40의 비용을 받습니다.  
연락처 : 조민교 루치아노 (646) 220-1990 

방학 : 12월 22일(오늘) 
개학 : 2020년 2월 9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케루빔 성가대 방학  

기간 : 12월 22일(오늘) - 2020년 1월 5일(일) 
개학 : 2020년 1월 12일(일)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겨울방학이 12월 22일(오
늘)부터 3주동안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12:30 
p.m. 미사는 있습니다. 2020년 1월 12일(일) 개학 

후 주일학교 방학동안은 연습시간이 10:30 p.m. 
부터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박만선 마리아 (646) 24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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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상담 안내 
12월 2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2020년 코너스톤 (청년 영어) 피정  

Marian Shrine & Don Bosco Retreat Center,     
     Stony Point, NY 
대상 : 18세 이상된 영어권 교우 

금액 : $195 ($100 대학생) 
문의 : Pius Kang (718) 309-7188 
이메일 : piuskang821@gmail.com 
마감은 2020년 1월 1일(수)까지 입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생활 상담소  

 박영서, 김준수, 최광희, 최지호  

 

  

  

반모임  단체및 회의  

우리의 정성  

피정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2월 22일(일)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교육관 채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전) 

Flushing 2 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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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side 구역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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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 2 구역 3반  

2020년 1월 11일(토)  5 p.m.  이종민 베드로 Home 
33-01 145 St. Flushing, NY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Forest Hills 구역   

12월 28일(토)  11 a.m.    거성 식당  
45-46 Bell Blvd. Bayside, NY 
반장 : 김준수 루까 (646) 243-8143 

생활 상담소 성과보고 

기간 : 5월부터 11월까지  

이민 법률 106건, 일반 법률 36건, 건축 5건, 세무 

17건, 한방 21건, 사회복지 247건, 재정교육 12건, 
혼인 장애 3건. 총 447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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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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4th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December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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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s
Dec. 25th (Sun)      Catholic Charities  
Dec. 25th (Sun)      For Our Pa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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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gave unwilling King Ahaz a sign. Joseph, 
“son of David the King” and a house builder received 
the same sign for Mary.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God-with
-us.” That is the promise of Jesu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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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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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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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Office Closed 
Date: Dec. 25 (Wed)   Christmas Day   
Date : Jan. 1st (Wed), 2020   New Yea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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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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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ubim Choir Winter Break 
Period : Dec. 22nd (Today) - Jan. 5th (Sun), 2020 
During the winter break, there is 12:30 p.m. mass.  
Choir starting date is Jan. 12th (Sun), 2020.  
During the Sunday School winter break, the practice 
will start at 10:30 a.m.  

Mass  

Korean School Closing for New Year 
Date : Dec. 28th (Sat)    
Korean School will be resume on Saturday, Jan. 4th.  

Lock-In for High School Students  
When : January 24th (Fri) - January 25th (Sat), 2020   
Permission slips will be provided by high school teach-
ers. Please contact Sunday School teacher Ms. Hailey 
for further information.  

mailto:piuskang8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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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leaders in Christ’s Church: that like Elizabeth, they m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rec-
ognize where the Lord is at work,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poor, victims of injustice, victims of their own sin and all in despair: that they may turn to Je-

sus and find their defense in His followers,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si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who know neither Jesus as Lord nor God as 

their Father, that they will recognize in this community the love that God has for them,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eople now living in the land of David and Jesus – Jewish, Muslim and Christian: that God 

will raise them up to be daring peacemakers to finally bring about justice, trust and mutual friendship,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selves: that we may believe like Mary that all God’s promises to us will be fulfilled.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Fourth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22, 2019 

 This prophecy of Isaiah is wonderfully fulfilled in the Virgin Mary, but as Matthew points out in today’s 
gospel reading, this miracle created conflict. Joseph, her fiancé, was a “just man.” That is, he lived accord-
ing to the law of Moses. And that law clearly stated that a women accused of adultery must be stoned to 
death. So when Joseph realized Mary was pregnant and the baby was not his, he was naturally disturbed. 
Surely he felt betrayed by his fiancée. But he still loved her. If he accused her, she would be put to death. 
So he made up his mind to divorce her quietly. That’s when an angel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to 
straighten things out. 
 
 When God enters into our world and our lives, everything gets turned upside down. That’s when we 
find out what faith means. It’s not about reason or logic or planning, it’s about believing God will give 
meaning to our messiness. The entire Christmas story reminds us that doing God’s will does not automat-
ically bring peace, but rather it will turn our lives upside down and inside out. Yes, it’s unsettling. But we 
have the consolation of surrendering to a merciful God who was born of a virgin and who came to turn 
everything right-side up again. Miracles get our attention; but only faith sees us through the darkness to 
walk by the light of Christ. Anyone can believe when all goes well. It’s the hard times that test if we truly 
believ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of Advent                                      December 22, 2019 (Year A)  No. 2452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7:10-14 (10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1-7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72 
Breaking Bread Communion 105 

Breaking Bread 

Offering What star is this  103 
Breaking Bread Closing 57 

Breaking Bread 

 

Jayson Choi Melissa Kim Isaac Shon Ethan Lee Ashley Jeong•Terri Kim•Claire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asmine Lee•Chloe Lee•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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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