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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13세기경 벨기에의 리에주 출신인 성녀 율리아나는 

어려서부터 환시를 경험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성녀에

게 성체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 것을 거듭 당부하셨다

고 합니다. 훗날 수녀원에 입회한 성녀께서는 원장이 

된 후에, 자신이 체험한 환시를 고해 신부님께 고백하

면서 성체를 공경하는 축일의 제정에 힘써줄 것을 부

탁합니다. 오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리에주의 

교구장은 이를 받아들여, 교구에서 성체 축일을 기념

하는 전례를 시작합니다. 

 

 성녀께서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난 후, 이탈리아

의 볼세나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보헤

미아 프라하의 한 사제가 매일 영하는 제병과 포도주

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지 의구심으로 괴로워

하다가 1년간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 사제는 볼세나의 산타 크리스티

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또다시 의심을 하는

데, 성찬례 중 성체에서 피가 흘러내려 사제의 손가락

과 성체포를 적셨습니다. 그 사제는 이 사실을 교황에

게 알렸고 진상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집니다. 

 

 이 기적이 발생한 후,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였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 우르바노 4세

께 건의하여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대축일이 제정됩니

다. 교황께서는 이 축일을 계기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에게 찬미가를 쓰게 하고, 성 토마스는 5곡의 성체 찬

미가를 작곡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말로 ‘엎디어 절

하나이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가톨릭 기도서에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

습니다. 그 외에도 성시간 때에 드리는 기도문이라든

지, 성체를 공경하는 성가의 가사들이 성 토마스의 성

체 찬미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이날은 우리가 미사 중에 모시는 

빵과 포도주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그 믿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 성체의 의미를 단순히 상징으로 잘못 인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

시는 것이 아니라 성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

서 상징이 아닌 실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곧 성체는 예

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자체

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에

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체

와 성혈 대축일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기대하는 날

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것이 예수

님의 몸으로 변하는 기적을 기대하거나, 성체가 엄청

난 힘을 준다는 기대로 모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체

가 예수님의 몸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 전부를 우

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상기하며 성체를 모십니다. 그

러므로 오늘 이날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방

식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상기하

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짐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

으로 가지고 있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모두 백성들과 나누셨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

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전합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만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우

리는 성체를 모실 때 바로 이런 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부터 선물을 받음으로써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

니다.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체에 대한 신심을 더 

굳건히 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

를 합시다.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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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6월 23일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

축일”을 지냅니다.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이어 3주 연속 대축일 
주일을 지냅니다. 오늘의 대축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성체 성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
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본당은 참 바쁜 하루를 보냅니
다. 주일학교 9학년 학생들의 견진 성사가 제임스 마
사 주교님 (Bishop James Massa)의 주례로 12시 30분 

미사 중에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바로 부모님의 신앙
에 의지해 유아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신
앙을 온전해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세례 때 받

은 성령이 그들 안에 견고히 하는 성령 특은의 날인
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3일간의 성령안
에서의 치유 피정이 마지막 강의와 치유 예절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오후 내내 성전에서 있는 특강에 많
이 참여하시어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을 모두 받으시
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 견진과 치유 피정이 한꺼번

에 있어 혼잡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
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을 하니 기쁨의 
미소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체 성혈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

이는 표징이며 나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부활하신 예
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
에게 오신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구원 역사 안
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하느님

은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키심으로 구원의 신비에 참
여시킵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인류 구원
역사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창조

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
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자로서의 성령. 이렇게 세 
분의 위격으로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만
납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당신의 

현존의 증거이며 우리가 당신의 신비의 지체임을 드
러냅니다. 성체 성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머리이

며 우리가 그 지체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

하여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듯이 성체 성사는 바로 오병

이어 기적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너무 황량한 곳이어서 군중들이 음
식을 구하기 힘들자 제자들은 모든 군중을 돌려보내

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 모두를 
제자리에 앉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
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는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성체 성사로 우리 
안에 세례 때에 받은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합니

다. 성체 성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
한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동참합니다.  
 
 이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안에
서 한 공동체로서 한 식구임을 드러냅니다. 피의 형
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원의 순
례에 함께 가는 순례 가족이므로 서로 도우며 어려
움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면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

입니다.  
 
 미사를 통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와 함께 성체조배가 참으로 
은총의 시간임을 교회는 강조합니다. 성체조배는 예

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묵
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
정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당은 매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 

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금요일 하루 
종일 성체를 현시하며 성체 강복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징인 성체 성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길 기도드립니

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뿌듯
한 일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간의 치유 피정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신비
의 비밀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견진 성사를 받는 우리 학생 모두에게 
이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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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마련  

2019 제12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1일(월) - 7월 13일(토)  
지도 신부 : 황필구 신부님 (베이사이드 성당) 
장소 :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요금 : $2,200  
           (성당 보조금 $600, 개인부담 $1,600)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6월 30일(일)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6월 23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대상 : 성소 후원회 회원 및 모든 교우 

문의 : 정희애 마리아고레띠 (917) 449-5621  

가족 사진촬영 및 음식 판매 
기간 : 7월 14일(일), 7월 21일(일), 7월 28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하상회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날짜 : 7월 5일(금)  
종일 성체 현시, 조배, 8 p.m. 십자가의 길,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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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기념사진 찾아가기 

반모임 

Flushing 1구역 4반 

6월 30일(일)  2 p.m.  김영란 마르티나 Home 
144-53 37th Ave. 3rd Fl. Flushing, NY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주일학교 견진성사  

일시 : 6월 23일(오늘)  
견진성사 관계로 학생 미사가 12:30 p.m. 으로,  
어린이 미사 시간이 9:30 a.m. 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제4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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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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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6월 9일(일) - 6월 15일(토) 7,031단 

누적 봉헌 단수 총 563,831단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단체별 회의 및 알림 

봉사위원 모집  
새롭게 생활상담소에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생활 상담소 
6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영서, 안영남, 김준수, 최광희  

 

  

  

꾸리아 평의회  

 

 

사목회의 및 단체장 합동회의  

 

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 봉사자 월모임  
일시 : 6월 27일(목)   7:30 p.m. 

장소 : 삼원각  

주소 : 144-20 Northern Blvd. 

봉사위원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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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Www.yesnewyork.com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58-3800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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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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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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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원장 안 토마스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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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Tips When You Park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on Sundays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As you see, many people get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be sure not to double park. 
•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Please 
pull your vehicles inside the parking lot.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fast and smooth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passing by.   

Sunday School  

Announcements  4th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June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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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h-12th Grade High School Camp 
Date : Friday, June 28th - Sunday, June 30th 
Place : 
Address : 60 Denton Lake Road, Holmes, NY 12531 
Arrive to Church : Friday, June 28th  5:00 p.m.  
Pick Up at Church : Sunday, June 30th  5:00 p.m.  
Registration Fee : $120 

Special collections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563,831 decades. 

Confirmation Mass (Mass Switch)  
Date : June 23rd (Sun)  
There will be a mass switch. The children’s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JH - HS mass will be at 12:30  
p.m. due to confirmation. 

Youth Liturgy Workshop for New Applicants  
Date : June 30th (Sun)  
Age : Students going into 6th grade and up  
Start : 10:30 a.m.  
End : 1:30 p.m.  
We are looking for new students to be readers for mass. 
Breakfast will be provided.  
Please note : applicants must be scheduled readers for 
the 12:30 p.m. mass at least twice before they are to be 
liturgists for the 9:30 a.m. mass. 

Vacation for Cherubim  
Time: June 30th (Sun) to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All are encouraged to sing during both the mass. 

Marriage Pre Cana 
Date : July 27th (Sat) Oct. 26th (Sat)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2019 St. Paul Summer Camp Start 
Students : Pre K—5th Grade 
Period : July 1nd (Mon) - August 16th (Fri) 7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First Friday of the Month (July 5th)  

July 4th (Thu)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23, 2019 

 A few Sunday's ago at Communion time, I handed a young woman the host and said "The body of 
Christ" to which she responded "Thank you!" She apologized nervously, but there was no need. "Thank 
you" in Greek is "eucharisties " from which we get the word "Eucharist"! 
 
 At the Last Supper before he died, Jesus gave us the Eucharist, his body and blood, in the form of bread 
and wine, as a living and everlasting memorial. While we reserve the Sacrament in the Tabernacle for ado-
ration and communion for the sick, Jesus did not remain with us to be locked up in a box --even one 
made of gold. 
 
 His commandment was for us to take, bless, break, share and eat the blessed bread while giving thanks. 
Why? Because these actions make Christ present to us. This sacred food gives us the strength to go out 
and fulfill Jesus' command to love, forgive, and serve others, especially the poor and oppressed. 
 
 But here is the other side to today's feast. Yes, the Eucharist became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rough the words of the priest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n WE BECOME the Body of 
Christ when we take Communion! "You become what you eat" is especially true when we receive the Eu-
charist. When I offer you the host and say, "The Body of Christ", you look at it but I look at you, and we 
can both respon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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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ope Francis, our Bishop Nicholas, and all the bishops and priests of our Church, that they may contin-
ue to offer the gifts of the people faithfully, like Melchizedech of o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Bishop Massa: By the grace and strength of Mother Mary, may she protect and guide Bishop Massa 
because he is needed by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share in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that they may appreciate more deeply the real pres-
ence of Jesus Christ.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oppressed by starvation in soul or body, that the Eucharistic Church may help to meet their needs.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ommunity gathered by God at this Mass, especially our new confirmandi, that in our lives we may 
always hunger for Christ, the living bread from heaven.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faithful departed, that through the Eucharistic sacrifice they may come to eternal life with Christ.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June 23, 2019 (Year C)  No. 2426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14:18-20 (16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1:23-26  
Communion Antiphon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says the Lord.  

Sequence  
 
Lo! The angel’s food is given 
To the pilgrim who has striven; See the children’s     
     bread from heaven, which on dogs may not be   
     spent.  
Truth the ancient types fulfilling, 
Isaac bound, a victim willing, Paschal lamb,  
     its lifeblood spilling, Manna to the fathers sent.  
Very bread, good shepherd, tend us, 
Jesu, of your love befriend us, You refresh us, you  
     defend us,  your eternal goodness send us In the  
     land of life to see.  
You who all things can and know,  
Who on earth such food bestow, Grant us with your  
     saints, though lowest,  
Where the heav’nly feast you show,  
Fellow heirs and guests to be. Amen. Alleluia.  

9:30 A.M. MASS 

Opening          See us Lord, About your Altar 367 
Breaking Bread Communion Panis Angelicus 368 

Breaking Bread 

Offering 622 
Breaking Bread Closing O Sacrament Most Holy  333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379 Communion The Supper of the Lord 
I Am the Bread of Life 

351 
363 

Offering As We Gather At Your Table 311 Closing Here I Am, Lord 378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