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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임 수 빈 장 창 규 손 신 애 박 현 숙 

8시 미사 김 지 은  김 영 진  김 정 옥  이 청 일 

11시 미사  이 수 이  정 기 형  박 미 영  한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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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송 

입당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예물준비성가 
213번 
210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80번 
17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자애로운 예수  

파견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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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성지를 찾아가 여러 성당을 방문하면 이

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당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자들이 모두 작은 형제회 회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세기경 이스라엘에는 교황 클레멘스 6세에 의해 작

은 형제회의 ‘성지 보호 관구’가 설립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순례하려는 이들을 위한 성지

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작은 형제회는 올해로 이스라엘에 선교를 한 지 

80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형제회에서만 

성지를 관리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 그 

배경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1219년 제5차 십자군 전쟁으로 가톨릭 교회와 이슬

람 국가의 적대적인 관계가 고조되던 시기에 프란치

스코 성인께서 이집트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성

인께서는 그곳에서 오천 명이 넘는 십자군의 사상자

들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이슬람 술탄 ‘멜렉

-엘-카멜’은 매우 호전적인 인물로 그리스도인의 머

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금을 상으로 주

겠다고 포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그 술탄을 만나려 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이슬람 진영으로 들어간 성인

께서는 이내 이슬람 병사들에게 붙잡혀 술탄에게 끌

려갑니다. 성인을 정탐꾼으로 본 술탄이 그가 온 경위

를 묻자, 성인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성인께서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부정하

거나 술탄의 믿음을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

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술탄은 성인께서 전하는 말을 경

청하였고, 그의 열성과 용기에 감탄하게 됩니다. 

 술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성

인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자기 곁에 머물러 줄 것을 요

청했습니다. 그러나 성인께서 선물을 사양하고 떠나

려 하자 술탄은 기도 중에 자기를 잊지 말 것을 청하

며 성인을 보내줍니다. 그 후 술탄은 작은 형제회 회

원들은 적의가 없음을 알고, 작은 형제회 회원들의 이

스라엘 통행과 거주를 허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슬림을 죽이는 것이 정

당한 행위였고, 그들과 싸움에서 죽는 것은 순교로 받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아들여졌던 당시 성 프란치스코의 행동은 미움과 증

오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로 무장

한 거룩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참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모습이 800여 년 동안 작은 형제회 회원

들이 이슬람 세력의 보호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

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성경 전체

에 나타난 하느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과 이웃

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를 훨씬 초월하

여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

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때

때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병을 얻을 

것만 같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필요

로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들과 완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슬람의 지도자

를 만나 평화의 대화를 나누었던 모습은, 사랑의 행위

가 언젠가는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미약해 보여도 세상에 참 빛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

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입

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

심인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연중 제 주일   

      김철희 시몬 신부 

 지난 목요일 밤 지난 1년 동안 한국학교와 방과후 

학교 그리고 Summer School 운영으로 우리 본당을 

위해 애써주신 유진 수녀님의 다른 소임을 위해 한국

으로 지난 목요일에 가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

은 일을 해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유진 수녀님을 위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수녀님 송별을 마치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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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득 밤하늘을 보니 조명으로 붉게 비추는 관제탑 

위로 구름에 살짝 가린 달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

다.  

 

 무거운 마음을 바꾸려 같이 동행한 사목회 회장님

과 부회장님에게 한국의 동창들과 나눈 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 모임 카톡방이 갑자기 시끄러워 들어

가 보았더니 한 친구가 출장 차 간 경포대에서 찍은 

슈퍼 문 보름달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부

럽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녀석이 “경포대

에는 달이 다섯 개가 뜬다는 데 사실인가?” 하고 물

어봅니다.  

 

 “어떻게 다섯 개야?”하고 또 다른 녀석이 물어보니 

“하늘에 하나, 경포호 위에 하나, 술잔에 하나, 마주

한 친구의 두 눈에 비춘 달, 이렇게 다섯 개의 달이 뜬

다네.”하고 답합니다.  

 

 이에 경포대에 간 친구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

늘 달은 세개 밖에 안 떴네!”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진이 뜹니다.  

 

 이번에는 만주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의 사진, “만주

의 붉은 달도 경포대만큼이나 아름답다네. 근데 여기

는 하늘에 한 개 밖에 없어……” 

 

 뜬금없이 달 사진 하나로 시작된 수다 끝에 한 녀석

의 문자가 화제를 바꿉니다. “친구들, 축하해 주게. 

올 삼월에 내 큰 딸이 시집가네……” 이 한마디로 우

리 모두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문자가 

함박눈 내리듯이 카톡 창에 뜹니다. “축하해!” “축하

해!”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달 하나로 오십 중반의 사내들이 공간을 초

월하여 수다를 떨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세파 

속에서 시달려 단단해진 가슴에 학창시절의 그래도 

좀 더 순수했던 시절의 부드러운 가슴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빙그레 웃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리디여린 마음들이 이런저런 

상처와 세파에 시달리며 단단해져 갑니다. 쉽게 감동

하고 쉽게 친해지던 열린 마음들이 점점 닫혀갑니다. 

삶의 경험은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경계와 의심으로 

채워진 마음을 지혜라 착각하게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

고 경쟁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생존

의 본능을 극대화하는 세상입니다. 여린 마음이 상처

받고 손해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한탄합

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성공법이라 포장하여 각박한 생

존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전혀 다른 삶의 진실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적 이익보다

는 손해를 보고,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보”처럼 살라

고 말씀하십니다.  

 

 학창시절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던 이 아름다운 말

이 이제는 무겁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짐짓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게 동의하나 속으로 현실

적이지 않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나만이 손해를 볼 

수 없다고…… 

 

 그리고 세상을 탓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스스로의 가슴에 화를 가득 채웁니다. 세상은 어지럽

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고 자비롭고 살만한

데 우리의 세상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

씀은 귀에 거슬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

하게 해주는데, 현실은 귀에 거슬리지 않는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기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

다. 아무리 단단해진 가슴이라도 그 속은 아직도 여

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닳고 닳았어도 그 깊은 속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고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 험담으로 수다를 떨기보다 주변의 아름다

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떠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

해봅니다. 고상하게(?) 책을 읽고 토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들 속에 아름다움을 찾아 

그 느낌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는 흔함 속에 가려져 우리가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참 

아름다운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

다.” (루카 6:38)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으로 깨닫습니다. 



넷째 주일 (2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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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성수병 수거  

작년 부활에 나누어드린 빈 성수병을 수거합니

다. 사무실과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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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8 p.m. 합동으로 십자

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는 

7:30 p.m. 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8일 요셉회 베드로회 사목회 

3월 15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22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성령기도회 

3월 29일 대건회 어머니연합회 

4월 5일 꼬미시움 

4월 12일 울뜨레야 

4월 19일
(3 p.m.)  

사순 특강 

2019년 사순절동안 가상칠언에 대한 강좌가  

3월 8일(금)부터 4월 1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4
월 5일(금) 제외) 8:30 p.m. 미사 후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상칠언  

제1언 말씀 : 
 

제2언 말씀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3언 말씀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제4언 말씀 : 

제5언 말씀 : 목마르다. 
제6언 말씀 : 다 이루어졌다.  
제7언 말씀 : .  

현혈 행사  

날짜 : 3월 17일(일) 
시간 : 8:30 a.m. - 1:30 p.m.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입니

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고귀한 나눔에 동

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간호사회 - 성당 친교실  

과달루페 성모님 구역반 가정순례  

3월 10일(일)부터 6월 8일(토)까지 13주 동안  

구역반 가정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0일(일) - 3월 23일(토) : Fresh Meadows 구역 

3월 24일(일) - 4월 6일(토) : Flushing 2구역 

4월 7일(일) - 4월 20(토) : Whitestone 구역 

5월 5일(일) - 5월 11일(토) : Forest Hills 구역 

5월 12(일) - 5월 25일(토) : Long Island 구역 

5월 26일(일) - 6월 8일(토) : Flushing 1구역  

본당 사목 협조를 위하여 오신 허유진 수녀님께서  

지난 2월 21일(목) 고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허유진 수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금요일 종일 성체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3월 1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8 p.m. 부
터 시작합니다.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  

3월 6일(수) 7 a.m. & 8:30 p.m. 미사 (재의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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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spjubo3215@gmail.com 으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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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안나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볼링 대회  

일시 : 3월 3일(일)  2:30 p.m. - 5 p.m.  
장소 : 와잇스톤 볼링장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2월 25일(월) - 2월 27일(수)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 Health Fair 무료 건강 박람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인, 무료건강  

검진에 참여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날짜 : 4월 28일(일)  
시간 : 9 a.m. - 1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주최 : St. Paul 의료 선교팀 

연락처 : jsypodiatry@gmail.com  

주관 :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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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성자 (917) 254-8540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일시 : 3월 15일(금) - 3월 17일(일)  
장소 : St. Josephat’s Retreat House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비용 : $100 
집합 장소 : 3월 15일(금)  성당 - 6 p.m.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접수 : 3월 10일(일)까지   
신청 : 어머니 연합회(주일) & 사무실(평일) 
부모동의서와 비용을 마감일 전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달루페 성지순례 

일정 : 6월 20일(목) - 6월 24일(월)  4박5일 

금액 : $1,360  (40명 선착순) 
지도 신부 : 김철희 시몬 신부님  

마감 : 3월 31일(일)  
문의 : 신인순 레오니아 (516) 728-8999 
신청시 여권 카피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까지 신청비는 완납하셔야 합니다.  

월요 라인댄스 휴강 

2월 25일(월) 안나회 만두 만들기로 인하여  

휴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견진 대상자 부모모임 

일시 : 3월 3일(일)  2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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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2월 10일(일) - 2월16일(토) 20,339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224,67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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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안영남, 문석현  

 

  

  

생활 상담소 

반모임 

생활 상담소 

단체 및 회의  

우리의 정성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2월 24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시무식 및 총회 개최  

일시 : 2월 24일(오늘)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안건 : 신임회장단 선임 

참가대상 : 전회원, 전직 회장단(부부동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님도 참석, 격려 부탁드립니다.  
회비 : $20 (1인당) 
연락처 : 김영진 빅토리아노 (917) 488-0576 
                윤갑섭 베드로 (917) 417-6693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김우영 세실리아 (347) 435-6261 

사목회 회의  

2월 27일(수)   9 p.m.   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5반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Fresh Meadows 구역 3반  

반장 : 장정애 마리아 (646) 271-1261 

울뜨레야 팀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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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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가정용 상업용 일체 

0470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유니온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718) 

404-5252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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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광고주 모집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광고주 모집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광고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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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224,675 decades. 

Universal Prayer                         

 For the Church in her universal ministry of 
mercy and forgive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grace to be able to forgive our enemi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mercy which helps us not to pass judg-
ment on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hope and contrition in the hearts of those 
who are dying at this tim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died and who face the final 
judgment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Blood Drive  

2019 High School Workshop  
Date : Mar. 15th (Fri) - Mar. 17th (Sun) 
Where : St. Josephat’s Retreat House 
Address : 1 E Beach Drive, Glen Cove, NY 11542 
Cost : $100 
Departure time : Mar. 15th (Fri), 6 p.m. at church 
Arrival time : Mar. 17th (Sun), 5 p.m. at church  
Supplies : toiletries, towels, Nalgene water bottl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and waiver form, 
along with the fee, to the church basement (on Sun-
days) or Church office (weekdays) by Sunday, March, 8, 
2019. 

Our church is waiting for the doctors and other practi-
tioners who will participate in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ioners, and practice God’s love.  
Date : Sunday, April 28th 
Time : 9 a.m. - 1 p.m.  
Place : education center  
Contact : isypodiatry@gmail.com 

Lectures for Lent  
Date : Mar. 8th (Fri) - Apr. 12th (Fri) except first Fri-
day, April 5th.  
Time : after 8:30 p.m. mass  

 
                   By Fr. Joseph Veneroso, M.M.                                                

High School Confirmat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3rd (Sun)  2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Ash Wednesday  
Mar. 6th (Wed), mass 7 a.m. and 8: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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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4, 2019 (Year C)  No. 2409 

Responsorial Psalm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amuel     
   1 Samuel 26:2, 7-9, 12-13, 22-23 (8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5:45-49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Cristine An Alex Kwak Angie Yang Brian Kim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Beatitudes  631 
Breaking Bread Communion I Have Loved You 603 

473 
Breaking Bread 

Offering We Have Been Told 497 
Breaking Bread Closing God Is Love 48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Blest Are They 140 
Children’s Mass Communion 292 

Children’s Mass 

Offering Angel of Mine 227 
Children’s Mass Closing 147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