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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성가 113번 성 요셉과 성 마리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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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또는 이

방인들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아기 예수님의 할례와 첫아들의 봉헌, 그리고 정결례

와 예루살렘 파스카 축제를 언급하며 예수님과 그 부

모들이 유다인들의 전통과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었

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 

 또한 루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소년 시절

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

해주고 있습니다.    

 

 41 - 42   믿음을 가진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마리

아와 요셉도 소년 예수님에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인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의 파스카 축제에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갔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하루 

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파스카 축제를 예루살렘에

서 지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자렛이 예루살렘

에서 걸어서 삼일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갈 의무는 없었

습니다. 여자들과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파스카 축제

에 참석 의무가 없었으므로 마리아와 예수님도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사가

는 성가정이 매년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를 보여주

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미사를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일미사는 참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

만 많은 신자들이 평일미사에도 나오는 것은, 특히 우

리 성당은 200여명 이상이 평일미사에 참례하는데,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

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43   축제기간이 끝나고도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에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루카 복음서는 중요한 순

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열두 사도를 뽑으실 때, 영광스러

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

셨을 때 항상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

다. 분명히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셨을 것 

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기운을 느끼셨고, 

자신의 정체성과 성소에 대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

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순례 왔다

는 사실조차 잊고, 성전에 그대로 머물 만큼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뿐 아니라 내적

으로도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느꼈습니

다. 참으로 자기 집에 와 있다고 느꼈고 성전을 떠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44 - 45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가 없다

는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가

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은 서로 그룹을 지어 함께 걸

었습니다. 큰아이들은 남자들과 함께 가고 작은 아이

들은 엄마를 따라 여자들과 함께 걸었을 것 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으니 아직 성인 취급을 받

아 남자들 그룹에 속한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를 따라 가기는 너무 큰, 어중간한 나이었습니다. 아

마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을거라 

생각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걷고 있으

리라 생각했었던 것같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예

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예수

님을 찿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자식들

을 키우면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실 테

고,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두살짜리 딸이 없어져 그 아

이를 찿아 헤멨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몇 시간 후

에 찾긴 했지만 그때 속이 타들어 가는 듯한 아픔과 

절망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기에 끔찍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46 -47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임석원 요한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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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고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6살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는

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나자렛에서 종교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나자렛 회당에서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 20 여년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던 율법 학자와 수석 사제들 중에

는 이 자리에서 소년 예수님의 질문과 슬기로운 답변

에 경탄했던 율법 학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48 – 49     성모님이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

였느냐?” 하시는 말씀에는 책하시는 듯한 슬픈 어조

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님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대답은 예의에 어긋난 대

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 곧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끔 예수님을 제자리에서 찾지 않습니

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번잡한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또 와서 도와주시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 하느님 아

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버지’라는 단어

의 뜻을 요셉에게서 하느님으로 바꿉니다.   

 

 마리아가 말한 ‘아버지’는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었

고,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

니다. 조용한 나자렛의 가정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과 사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부모는 이를 위해 아들

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린다는 시메온의 예

언이 여기서 시작되고 나중에 십자가 아래서 끝납니

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아기 예수님은 말을 할 수 없는 아기였기에 다른 

사람, 시메온과 한나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12

살이 된 소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십

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졌지만 사실은 

다시 바쳐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

니다.    

  

 50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

했지만 더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사

명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복음

서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깨

우쳐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는 이의 자세라고 생

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족관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었습

니다.    

 

 한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 성인의 역

할입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성모

님을 보호해 주신 요셉은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

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예수님

의 몸인 성교회의 주보성인이고 또 그 지체인 우리 모

두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

애도 더하여 갔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

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면, 부족한 죄

인들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느님께 더욱더 순종해야 하

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

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있던지, 나이가 많던 적던

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소년 예수

님과 같이 지혜가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가 

더해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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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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 감사 미사  

새해 미사  

한국학교 

로사리오 메주 주문  예약 

품명 : 메주 

예약 기간 : 1월 13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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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토) - 12월 21일(금) : 19,382단 

현재까지 총 누적 봉헌 단수는 50,885단입니다.  

2019년 유아 세례 

새해에는 짝수 달(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2019년 1월 4일(금)  
7 a.m. 미사 후부터 있습니다.  

혼인교리  

혼인교리 강좌 안내 

새해 달력  

2019년 새해 달력을 주님 성탄 대축일에  

받아가지 못한 가정에서는 한부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목회 주최 무료 점심   

날짜 : 12월 30일(오늘)  
이번달부터 사목회에서 다섯번째 주일날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신년 하례식  

2019년 1월 1일(화)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2018 성탄 꽃봉헌 명단  

강혜선 보나, 김영숙 오틸리아, 김용환 베드로, 
김재국 요셉 부부,김지은 세실리아, 박영서  

베드로, 배태분 데레사, 오캐런 미카엘라, 이문순 

아녜스, 이 미카엘, 이 율리안나, 이춘희 마리아, 
임정순 데레사, 원 아녜스, 정경자 호노리나, 정
우곤 다태오, 조복생 모니카, 정순덕 막달레나, 
황해선 세실리아, 익명 2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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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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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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목회 데스크 

나눔 모두 배워두면 좋은 심폐소생술  

대상 : 퀸즈성당 성인 신자 –선착순 30명  

교육비 : $20  
일시 : 2019년 1월 27일(일) 1 p.m.부터  
등록 : 사목회 안내데스크, 간호사회 혈압재는 곳 

교회나 학교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

에서는 꼭 필요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입

니다. 쉽고 재미있게 뉴욕 간호사협회에서 도와

드립니다. 등록하시고 배워 보십시오.  

무료건강보험 가입 안내 설명회  2019년 울뜨레아 새임원진 명단 

간사  박만선 마리아 서기 이봉자 모니카 

부간사 서창배 요셉 홍보 김정옥 루시아 

부간사 조은경 막달레나 교육부장 최상옥 안드레아 

총무  윤경 가스팔 교육부차장  김옥심 엘리사벳  

회계  임영숙 카타리나  

도네이션  

월요라인댄스에서 퀸즈성당 발전기금으로 $3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뜨레아 사무국 주최 신년교례회 

울뜨레아 본당 신년교례회 

울뜨레아 팀회합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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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생활 상담소 

반모임 성소후원회 정기총회  

 

Bayside 구역 3반  

반장 : 이헌구 요셉 (917) 622-7028 

어머니 연합회 연말 파티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연령회 신년 모임  

 

장소 : 플러싱 삼원각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resh Meadows 구역  

반장 : 장정애 마리아 (718) 263-5788 

Long Island 구역 3반 & 5반 합동 반모임  

반장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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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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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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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85 decades. 

Pre Cana 

2019 Liturgy Workshop for Jr-HS Students  
Date and Time :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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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pel story recalls the bar mitzvah of Jesus at 
age twelve. Like all Jewish boys, he took an adult’s 
plac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teachers of the law in 
the temple. H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before God and his family. Jeseph and Mary anxiously 
sought him; his answer came from a new maturity they 
did not understand. Just as Hannah entrusted Samuel 
to the Lord and Jseph and Mary raised Jesus for God, 
we become children of the Holy One to advance in 
“wisdom and age and favor before God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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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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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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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s Dec.30th)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0th.   

Infant Baptism  
There will be the infant baptism every two months. 
The first infant baptism will commence on Feb. 2019.  

Korean School Winter Break  
Korean School will be resumed on Sat., Jan.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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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May 4th, 2019 
         Sat., Jul., 27th, 2019 
         Sat., Oct., 2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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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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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For the family of the Church: that we may give respect and dignity to all God’s childre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family of people and nations: that the rights of the old and the young will be upheld 

for the sake of peace, justice and harmon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our families: that those separated from their family circle will find a home with God’s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broken families: that God’s reconciling forgiveness will be granted and accepted, to re-

store all relationships of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deceased relatives and friends, and all the departed: that they may be gathered into 
the eternal joy of their heavenly home,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Mary and Joseph 
<Feast of the Holy Family> 

       Weekly Homily                                                                                                                                                     December 30, 2018 

 Christmas celebrates God coming to earth in Jesus, truly human and truly divine. Today’s feast puts Je-
sus into the very familiar context of a human family. When we compare our families to the Holy Family, 
we might become discouraged. After all, who could possibly measure up? But the Holy Family is ideal, 
not because they are perfect (which they are) but because they endured very serious obstacles, yet kept the 
faith. 
 
 Matthew’s gospel tells us Joseph considered breaking off his engagement to Mary because the baby she 
conceived was not his. But this ran the risk of her being stoned to death as an adulteress. The angel ap-
peared to Joseph in a dream to reassure him the Child came from God. But no sooner was the child born 
when the Holy Family had to flee to Egypt to avoid Herod’s plot to kill the baby. Luke’s gospel tells the 
story of when Mary and Joseph lost Jesus and looked for him for three days before finding him in the 
Temple. And of course there is the most poignant scene of Mary at the foot of her son’s cross. Through 
all these trials, the Holy Family kept believing, even when they didn’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That is the lesson for us today in this feast of the Holy Family. All family’s undergo difficulties and disa-
greements. Some more than others. We can look to Jesus, Mary and Joseph as role models. Yes, there will 
be hardships and misunderstandings. But if we hold together with faith —and love— we can overcome 
obstacles. In the end, we see that what make a family Holy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
ence of Go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30, 2018 (Year C)  No. 2401 

Responsorial Psalm   ◎  Blessed are they who dwell in your house, O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amuel  
   1 Samuel 1:20-22, 24-28 (1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3:1-2,21-24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Irin Cho Chris Yang  Kevin Lee Jasmine Lee Jocelyn Park·Kate  Hwang·Stella Park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9:30 A.M. MASS  

Opening          Once in Royal David’s City  102 
Breaking Bread Communion 

77 
80 

Breaking Bread 

Offering 105 
Breaking Bread Closing 9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What Child Is This  64 
Children’s Mass Closing  67 

Children’s Mass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the peace 
into which you 
were also called 
in one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