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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유 현 주  장 창 규 손 샌 애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지 은  이 재 명  윤 수 연  박 영 서  

11시 미사  정 혜 숙  정 기 형  이 유 경  오 세 정  

6시 미사  이 미 첼  이 승 룡 선 다 형  문 소 영  전가별·홍혜진·유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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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예물준비성가 
  

211번 
212번 

주여 나의 몸과 맘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82번 
506번 

신묘하온 이 영적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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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찾는 영적 여정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

로는 완전함에 이르기 어렵고, 반드시 공동체를 필

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홀로 활동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함께 수행할 제자들을 두

셨고, 제자들도 단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로, 각 구성원

들이 기도하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여러 사람

들이 묵상하고 체험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며,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는 

개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현 

시대의 분위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자기 마

음의 평화를 찾는 데에 치중하곤 합니다. 물론 신앙

생활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부족함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어느 개인이 신앙의 길

에서 엇나가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려는 오류에 빠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늘 참석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모임,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고취시켜나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귀찮다는 이유로 공동체 활동에 소홀

하곤 하는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

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좋겠

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한 회당에 

가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3주일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는 매주 안식일이 되면, 어린 시절 나자렛의 성가정

에서 해 오셨듯이, 회당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

고 나누셨습니다. 회당은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

을 듣고, 배우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의 회당에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신앙으

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장면

은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위에 

머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가정에 성경이 있고, 매체

를 통해 말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지만, 그 말씀이 살

아 움직이도록 이끄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기도생활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 신앙

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느헤미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즈라 

사제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려고 펼치자 

백성들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감

격하여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주는 분위

기는 백성들의 신앙을 한층 고취시킵니다. 

 제2독서인 코린토 1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사

람의 몸에 비유하여 전합니다. 곧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역할을 지니

고 있지만, 몸의 여러 지체가 한 몸이듯이, 여러 역

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

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

도인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느님을 섬기는 이

들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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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처럼 어느덧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 했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은 어느새 서류에 2019년이라 쓰는 것, 2018

년을 작년이라 부르는 것도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에 많이 얽매여 있는 듯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삶의 계획까지 언제 시간의 안에

서 이루어지고 시간이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

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위

되고 그 시간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이 없는 시간, 즉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은 결국 시간 끝을 말하는 것 같습니

다. 시간은 결국 우리 삶의 여정의 광야입니다.  

 

 우리 삶은 “시간”이라는 광야를 순례하는 것 같

습니다. 그 옛날 하느님의 지시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를 거

친 광양에서 40년을 헤매었어도, 그 여정을 포기하

지 않고 끝까지 가서 드디어 그 약속에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의 여행의 끝에 하느

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면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느님은 그 예언자

를 통한 말씀과 법으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의 광야를 헤매

면서도 결코 잃지 않는 방향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올해 전례 다해 동안 주일 복음으로 듣게 되는 루

카 복음은 “구원의 역사”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적 의미와 그분을 통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합

니다. 역사는 시간 안의 삶의 기록이고 이 기록이 

우리 삶을 존재적 의미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는 시

간 속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의 광야에서 

결국 돌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그 에덴동산, 즉 하

느님의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정이 가능하였던 것은 아담

과 이브의 원죄입니다. 이 시간의 여정의 벌은 죽음

이고 죽음이 시간에서의 이탈이라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해방은 바

로 영원한 시간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나라인 것입

니다.  

 

 루카복음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의 현재는 바

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

면서 미래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복

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

러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 18-19) 

 이렇게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

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

임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당신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점에 대해 상기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넷째 주일 (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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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혼식/금혼식  

혼인교리 강좌 안내 

뉴욕 간호사협회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일시 : 1월 27일(오늘)  1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등록하신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특별 헌금  

1월 27일(오늘) :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 2월 2일(토)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받은  

초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은혼식·금혼식 신청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3월 6일)에 쓰는 재를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2월 24일(일)  

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거 기간 : 3월 31일(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비 모임 

날짜 : 1월 27일(오늘)  
시간 :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문의 : 최혜숙 세실리아 (718) 344-9806 

유아세례  

일시 : 2월 3일(일)  1:30 p.m.  성전  

설날 합동미사  

.  

미사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2월 1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미사 

봉투를 2월 3일(일)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하

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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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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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김성자 (917) 254-8540 

한국학교 2학기 개학  

날짜 : 2019년 2월 9일(토) 
시간 : 9 a.m.  

Flushing 2구역 Astoria반  

반장 : 김우영 세실리아 (347) 435-6261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주일학교 개학  

개학 :  2월 10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 있습니다.  

일요 파트타임 사무실 사원 급구  

일요일 성당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Bayside 구역 3반  

반장 : 김정옥 루시아 (917) 913-3120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마니피캇 성가대 새 임원진 

대장  김난희 스테파니아 총무  박영진 요한바오로 

회계 김찬호 대건안드레아 서기 송상민 루시아 

파트장   

소프라노 이영숙 안젤라 알토 박현경 로사 

테너  박계학 사도요한 베이스 고성순 토마스 

악보장 박민선 아가다  

일시 : 2월 3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설날맞이 떡국잔치 : 12:30 p.m.  
윷놀이 대회 : 2 p.m.  
윷놀이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사목회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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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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모집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과 기도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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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 모집  

단원 대상 : 전신자로서 40-70대까지  

                성실히 봉사하실 분  
일시 : 매주 일요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의료선교 

구역분과 회의  
2월 5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2월 6일(수)  8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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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1월 12일(토) - 1월18일(금) 20,506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38,440단 

 윤기춘, 이봉자, 정우곤 

 

  

  

생활 상담소 

단체 및 회의  

우리의 정성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월 27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의 
1월 30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미술교육명문 

박종숙 데레사 

718-445-9000 
35-82 161 St. 신정갈비뒤 

가정용 상업용 일체 

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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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666-5751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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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stone, NY 

제일 장의사  

대표 한응호  

언제나 통화 가능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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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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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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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138,440 decades. 

 

Jesus startled listeners by saying “Today this prophecy 
is being fulfilled in your hearing!” This is sensational 
news handed on to us in the Gospel of Luke. Even 
better is the news that the Messiah’s work is handed on 
to all of us, parts of his body. In so many, ways we re-
ceive the teaching handed on to us and hand it on, in 
turn, to family members, neighbors, friends and 
strangers!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Youngho Stephano Shon (917) 742-3448  

Korean School (Spring Semester)  
First day of school : Feb. 9th (Sat) 
Time : 9 a.m.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May 30th (Fri)  
Place : Bolivia (Santa Cruz & San Antonio) 
We s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internal medi-
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Video of Regional Meetings with Bishop DiMar-
zio and the Lay Faithful of the Diocese of Brook-
lyn-Queens regarding current Sex Abuse 
 

The video is a compilation of a series of meetings Bish-
op DiMarzio had with the Lay Faithful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sex abuse, the church’s response a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2019 Marriage Pre Cana 
Date: Sat., Feb. 2th, 2019 
    Time : 1:30 p.m. - 7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per couple  
The cost is for Marriage Pre Cana material and refreshment.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7st (Today)   For Churches in Need  

Sunday School 

Infant Baptism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Seeking Donation for 2019 Church Candles  

Collection of Empty Holy Water Bottles  
Our church collects the empty holy water bottles for 
Easter. Please bring it to church and the collecting box 
is in the front of church office.   

Collection of Old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24.  

First Friday Eucharistic Adoration   
Date : Feb. 1st (Fri)  
It starts after morning mass and will end at the evening 
mass. The Benediction will be after the evening mass. 
Agape will be held after the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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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those anointed to lead the Church may be prophets of truth and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word of God in scripture and tradition may be “spirit and life” for people toda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captives of harmful addictions may find freedom from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s many parts of one body, we may work for the poor and marginalized in our commu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young pilgrims at World Youth Day in Panama City, Panama: may they be filled with the Spirit 

and share the gifts given to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died may enjoy the complete freedom of Christ the Redeemer.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Rejoicing in The Lord Is Our Strength  
<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anuary 27, 2019 

  In the first reading we are introduced to Ezra, a priest-scribe, who read a newly found scroll containing 
the laws of God to the assembled Jewish population. A little historical context is in order. About 70 years 
earlier (586 BC) the Babylonians invaded the kingdom of Judah, destroyed Jerusalem, burned down the 
Temple and carried the surviving citizens in exile. While there, many intermarried and children began to 
forget they were God’s Chosen people. Hoping to spare their culture and identity, Jewish scholars began 
writing down the first books of the Bible. Never in the wildest dreams did they ever think they’d return to 
the land of their ancestors. But Persia overthrew Babylon, and King Cyrus allowed the Jew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rebuild the Temple. During the reconstruction, Ezra found scrolls of the law of God 
and he read it to the assembled crowd, encouraging them not to weep but rather rejoice at the great mercy 
God had shown. 
 
  In the second reading, Paul describes a new people God had called, in which everyone had a role to 
play, not just the priests, and that included Jews and Gentiles, slaves and free. We know this group to be 
the Church, in which everyone can serve the community by sharing their talents. 
 
  In the gospel reading, we hear the opening lines of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s well as Jesus read-
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which contains our Lord’s job description: “to bring glad tidings 
to the poor,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proclaim a year acceptable to the Lord.” (Lk 4:18-19) At times we all feel like we’re in exile. But 
Christ is calling us to be part of a new People of God. We each have a role to play. But whichever part we 
take, let us be marked by the joy of knowing God loves us, forgives us, and strengthens us for the journey 
ahea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7, 2019 (Year C)  No. 2405 

Responsorial Psalm   ◎  Your words, Lord, are spirit and life.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Nehemiah   
   Nehemiah 8:2-4a, 5-6, 8-10 (6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12-30 or 12:12-14, 27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Irin Cho Kristin Cho Isaac Shon Brian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Lift Up Your Hearts 530 
Breaking Bread Communion One Bread, One Body 

Our Blessing Cup 
339 
362 

Breaking Bread 

Offering 544 
Breaking Bread Closing Servant Song  37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Jesus in the Morning 247 
Children’s Mass Communion Feed Us, Lord 300 

Children’s Mass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228 
Children’s Mass Closing 205 

Children’s Mass 

Today this Scripture passag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Luck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