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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박 일 국 박 영 미 박 현 숙 Nahyun Park•Dylan Kim•Matthew Choi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박 만 선 양 승 국 

11시 미사  황 성 숙 강 석 구 최 향 이 노 태 균 Leo Park•Katherine Kim•Seo A Choi 

6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이 승 훈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ike  Michael  Choo 

화답송 

입당성가  127 번 십자가 바라보며 

예물준비성가 
  

221 번 

212 번 

받아주소서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80 번 

188 번 

주님의 작은 그릇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119 번 주님은 우리 위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요한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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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요한 12: 27)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솔직함을 드러

내 비움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느

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비움”은 바로 빈 무덤의 그것과 같이 “부활”의 

표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며, 이 세상

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산란한 마음을 고백하

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움의 공포로부터 벗

어나고 싶어하십니다. 마치 공생활의 시작에 앞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

시어 40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받으신 유혹을 연상

케 합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성공의 욕망에서 벗어나신 예수

님은 오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유혹을 받으십니

다.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픈 유혹에 사로잡히십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

오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절실한 순

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셨듯이 오

늘도 당신의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27) 당신

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고 본분으로 돌아가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유혹은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을 더

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

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도 인간적인 삶을 보이시면서 또한 우리 나약한 인

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승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십니다. 그 승화의 비밀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죄와 절망의 구렁텅이 

 오늘 사순 제5주일을 지내며 사순 재계, 즉 참회, 

단식과 금육의 고행 그리고 선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늦지 않게 남은 사순시

기에 재계에 더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재계는 고통

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재계이며 이는 

바로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참여입니다. 문득 언젠

가 들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유명한 대

목이 생각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

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하느님을 향해 날아간다. 

 

 헤세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시구는 

아닌가 할 정도로 오늘 복음인 “씨앗의 비유” 말씀

과 일맥상통합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죽음은 

필요 불가결한 삶의 진리임을 예수님은 씨앗을 비

유해 가르쳐주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

를 맺는다.” (요한 12: 24) 

 

 따라서 우리 삶의 고통은 바로 삶의 가치를 더 일

깨워 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르듯이 그 경중이 다르지만 혼자 

이겨나가는 극기의 훈련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극

복하고 이겨나갈 때 가능하고 그 고통은 단순한 소

멸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도 극명히 잘 나타나듯이 

아무리 죽음이 부활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

같은 유혹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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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잊

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리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믿음의 근간이 되고 결국 

믿음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영원한 삶으로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

다.   

 

 그래서 또 하느님께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아버

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28) 이에 아

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28) 이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

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

로 예수님의 그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변모입니다.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

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 

즉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 당신 

혼자 비밀리에 이루어낸 신비가 아닙니다. 항상 그 

믿는 이들 앞에 그 영욕을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내

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오욕의 순간 혼자가 아

니라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십니다.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거룩한 변모 때, 최후의 만찬 때에도, 게세

마니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십자

가 위에서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항상 거기에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이를 통해 부활의 영광

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와서 보아라.”(요

한 1:39)라시며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십니

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

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은 

Universal Prayer 
  

 That the leaders of Christ’s church help guide and 
support the families of Christ through the confu-
sion and violence of the world toda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families support each other in life’s jour-
ney, and encourage each other in doing go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may be 
consoled by God's promise of new and everlast-
ing life after death, let us pray to the Lord.◎   
      

 For those who are tempted to take the ‘easy way 
out’ rather than the way of the cross that Jesus 
has shown us, may they draw strength from the 
Crucified Lor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live simple and good lives may 
know that they are loved by God, even though 
their goodness is not recognized or rewarded here 

바로 그 길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부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밀알의 비유 말씀으로 사순재계

의 의미와 주님의 파스카의 신비, 즉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기도해봅니다.  

기도 

                                                 헤르만 헤세 

하느님이시여, 저를 절망케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 때에는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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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성자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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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사순 특강 

넷째 강좌 : 3월 23일(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사순절 십자가의 길 - 초, 미사 독서 단체별 

일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8 p.m. 합동으로 십자

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는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23일 울뜨레야 

성인 견진 (한국어, 영어)교리반 모집 

날짜 : 4월 3일(화) - 5월 15일(화) 
시간 : 매주 화요일 8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견진일 : 5월 20일(일) 성령강림 대축일 

안나회·요셉회 부활 판공성사  

3월 20일(화)  10 a.m. 

부활 판공성사  

본당 : 3월 20일(화)  8 p.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베이사이드 성당 : 3월 21일(수)  8 p.m. 
브루클린    성당 : 3월 22일(목)  8 p.m. 

경로의 날 행사  

신앙의 세대 문의  

일시 : 매주 주일 9 a.m.  - 1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 데스크  

2018년 성탄반 예비자 교리 (주일반, 평일

반)  

2018년 제11차 볼리바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2일(월) - 7월 14일(토) 
장소 : 볼리바아 산타크루즈 

자격 : 고등학생 및 성인 

지도신부 : 김구노 우드사이드 성당 주임 신부님  

금액 : $2,200  환불불가 (신청비 : $200) 

특별헌금 

부활 제대꽃 봉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의 부활을 준비하는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유아 세례 부모교육 

일시: 3월 24일(토)  8 p.m.  

주님 수난 성지주일  

3월 25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은 토마스 교육

관 성모님상 앞에서 성지 축성 후 행렬하여 입당 

후 미사를 봉헌 합니다. 미사 시간 15분전까지 모

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고백

성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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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ubject Instructor 

3/18/18 Fr. Hee Bong Nam 

3/25/18 Fr. Andrew M. Kim 

주일학교 교사 교육 스케줄 

초등부  TA 모집 

주일학교 초등부 TA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교구 성소 모임 (Fraternitas) 

* Junior High School 남학생 (6-8학년) meeting 

일시 : 4월 21일(토)  1 p.m. - 5 p.m. 
장소 : St. John’s University 

헌화회 봉사자 모집 

제대꽃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는 연락바랍니다.  

제17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신청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공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5,000 

 

. 

문의 : 박 도미나 (516) 503-0222 
           

미동북부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청년 연합회 부활 비누 판매 

일시 : 3월 31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가격 : $25 (비누 3개 - 한 묶음)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일시 : 3월 25일(일) 2 p.m. - 5 p.m.  성전  

대상 :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 기도회에 알려주

볼리비아 선교 도네이션  

볼리바아 선교에 김성연 바오로 $1,500 도네이션 

미동북부 성령 세미나  

일시 : 4월 22일(일) - 4월 25일(수)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접수마감 : 4월 12일(목)  
참가비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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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  

 이상모, 강석구, 오경균 

 

  

  

 

  

  

  

  

  

안나회•요셉회 월례회 

3월 20일(화)로 날짜가 변경 되었습니다. 

6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1반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3월 18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3월 18일(오늘) 2 p.m.  성전  

꼬미시움 평의회  

제3회 가톨릭 아버지 학교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참가비 : $150 
신청 마감 : 4월 22일(일)  

울뜨레아  
3월 18일(오늘) 12:30 p.m.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4반 

Forest Hills 구역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3월 18일(오늘) 11 a.m.성당 친교실 

복사단 모임  
3월 24일(토) 1:30 p.m.성전

헌화회 월례회  
3월 24일(토) 11 a.m.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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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llen Grain, A Risen Savior  

5th Sunday of Lent 

                            By Fr. Joseph Venerose  
  
 Jesus came first for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
el,” that is, the Jews. In today’s gospel, the Greeks 
(Gentiles, that is, non-Jews, that is, us!) come to Jesus, 
signifying an end to his primary mission and the begin-
ning of his second: to be the savior of all the world. But he 
uses an unexpected method— his death. He tells his fol-
lowers his death is not only inevitable and unavoidable, 
but totally necessary.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 it remains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bears abundant fruit.” 
 
Jesus then declares if he is lifted up, he will draw ALL 
people to himself. Being “lifted up” refers to his crucifix-
ion. How would that terrible, shameful, humiliating execu-
tion possibly attract people? Because, if they are honest, 
anyone can look upon Jesus nailed to the cross and recog-
nize that that is our human condition. Eventually we will 
all be betrayed, deserted, and die despite our best efforts. 
 
Yes, it is our common human condition, but it is not our 
final destination. The grain will fall, but it will rise with 
new life, far greater than what died. Death is a transition, 
not the end. And so we look upon our crucified savior 
both with sorrow for our sins (which made this necessary) 
and with praise and wonder that Christ, who was born like 
us and lived like us, should also die like us— to show us 
how to live and die. Let us therefore repent our sins more 
out of joy and gratitude, than from sorrow or fear. When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Schedule 
Time : 2 p.m.  

Location : Thomas Education Center, Seminar room  

Anyone interested can take classes. Please mark your 

calendar for the training schedule. 

Date  Subject Instructor 

3/18/18 Deacon John Im 

Time : Friday at 5:30 p.m. to Saturday at 1 p.m.  

Location : Cathedral Seminary House of Formation 

Address : 720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JHS Vocation Meeting (Fraternitas) 
Time : 1 p.m. - 5 p.m.  

Location : Cathedral Preparatory School and Seminary 

Address : 56-25 92nd Street, Elmhurst, NY 11373 

Contact : Stephan Shon (646) 541-0010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5,000] 

 The time for Application : March 4th – May 6th, 

2018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123@gmail.com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Period : April 3rd (Tue) - May 15th (Tue) 8 p.m. 

Confirmation date : May 20th (Sun) at Church  

A 7 week long class of the Seven Sacraments and 

Christian Moral life will begin on April 3rd. This is for 

English speaking and Korean speaking parishioner as 

well as for the people preparing for the Confirmation. 

Please, join us at 8 p.m. on April 3rd. Please put notice 

for either English class or Korean class you wants to 

joint, when you submit the Confirmation application.  

Lent Confession  
Date : Mar. 20th (Tue)  8 p.m.  

Lent Confession belong to Brooklyn Dioceses 
Bayside Church :    Mar. 21th (Wed)  8 p.m. 

Brooklyn Church :  Mar. 22th (Thu)  8 p.m. 

Woodside Church : Mar. 23th (Fri)    8 p.m. 

Universal Prayer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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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요일 성체조배 시간표 

수난전날 저녁 게쎄마니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오 26, 40) 하시며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호소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성체 앞에 나아가 주님 수난을    

묵상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본당 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밤샘 성체 조배 시간

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본인 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로

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 · 구역장 · 레지오 Pr. 단장께서는 많은 이들이 성체 조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3월 29일(목) 10pm - 3월 30일(금) 8am    

❖ 저녁 8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전까지 개인별 성체조배 가능합니다.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구세주의 어머니 한인 꼬미시움>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책임자 소속 Pr) 책임자 

PM 
10:0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추영철 미카엘 

11:00 – 
12:00 Sunday School 

Teachers, 마니피

캇, 한울림 성가대 

Long Is-

land 

★파티마의 성모 Pr. 
구원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신자들의 도움 Pr. 

정부근 프란치스코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청년 

성령 기도회 

Forest 

Hills 

★샛 별 Pr. 
순결하신 어머니 Pr. 사랑의 샘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정명진 디모테오 

1:00 – 
2:00 어머니 연합회, 울뜨

레야, 성제회 

Flushing I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바다의 별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김성자 카타리나 

2:00 – 
3:00 성령기도회, 경로 봉

사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증거자의 모후 Pr. 상아탑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순교자들의 모후 Pr. 

김선림 루시아 

3:00 – 
4:00 성시회, 대건회, ME

부부 

Whiteston

e 
★기쁨의 원천 Pr. 
기쁨의 샘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사도들의 모후 Pr. 

김효정 율리아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

담소 

Fresh 

Meadows 

★자비의 모후 Pr.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겸손하신 어머니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양희정 모니카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

소 후원회 

Bayside ★은총의 샘 Pr. 
다윗의 탑 Pr.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천지의 모후 Pr. 죄인들의 피난처 Pr. 

임순녀 세실리아 

6:00 – 
7:00 한국학교 학부모회, 

베드로회 

그외 지역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이상모 안토니오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그외 지역 ★은혜의 바다 Pr. 
오묘한 매괴 Pr. 일치의 모후 Pr. 
신비로운 장미 Pr. 

박연홍 세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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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Sunday of Lent                                                                                                                          March 18, 2018 (Year B)  No. 2359 

 

Isabel Shon Michelle Sung Mina Kim Alex Kwak Jenny Kim•Ryan Choi•Luna Ba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ocelyn Park•Catherine Lee•Ryan Kim 

Responsorial Psalm    ◎ Create a clean heart in me, O Go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31:31-34 (3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5:7-9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Save your People 129 
Breaking Bread Communion Eye Has Not Seen 

You Are Mine 
462 
457 

Breaking Bread 

Offering Flow River Flow 647 
Breaking Bread Closing Though the Mountains May 

Fall 
429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41 
Children’s Mass Communion One love released 360 

Breaking Bread 

Offering There is a Longing  402 
Breaking Bread Closing My God, My God  86 

Children’s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