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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장 창 규 박 명 숙  박 지 희 Suhyun Park•Dylan Park•Ryan Choi 

8시 미사 김 대 성  김 병 민  박 만 선  김 철 순 

11시 미사  정 혜 숙  최 윤 승  박 미 영  안 준 섭 

6시 미사  이 미 첼 신 은 혜 문 소 영  이 승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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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Mr. Joseph Han  

입당성가  주를 찬미해 10 번 영성체성가 
지존하신 성체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193 번 
489 번 

입당성가  
십자가에 제헌되신 
십자가 지고 가시는  

216 번 
123 번 

영성체성가 십자가에 가까이  490 번 

따름 노래  

따름 노래 I  

화답송   

영성체송                                                  
입당송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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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높이 오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

라. 그리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

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

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도살

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

자코 서 있는 어미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이사야 52,13-15; 53,7) 

 어린 당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의 엄숙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례자 요한의 환

호를 되새기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기, 하느님의 어

린양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되시기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묵상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

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

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당

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려 입성하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즈

카라야 예언서에서 구세주의 입성을 이렇게 예언

했습니다(즈카 9,9)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

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

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

귀를 타고 오신다.” 겸손하시며 세상에 평화를 가

져다주시러 오시는 주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올리브 산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

을 따라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며 환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

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이렇

게 환호하는 군중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인 나자로를 살려내신 것을 기억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행방시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

시 재건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소리 높여 환호

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타신 당나귀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몰려드는 군중들에게서 예수님을 “보

호”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군중들의 환호에 힘

을 얻어 군중들과 같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주

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앞

으로 받을 영광에 대한 기쁨 때문에 군중보다도 

더 크게 환호하며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들까지 선동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도 보며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라

보시며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앞으

로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수난에 대해 기도 하셨

을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이제 사순절의 기도와 재계 그리고 자선의 사순절

을 갈무리하는 성주간을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

일”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사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 수난과 성지는 역설적이게도 상반된 의미를 지니

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세상적 임금으로 착각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아님을 알았

을 때 대사제의 선동에 동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

니다.  

 

 유다의 하느님은 바리사이의 법이거나 사두가이의 

세상적 힘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와는 거

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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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즉 역설적 구원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당

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

여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용서와 화

해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수난과 죽음은 언제나 인간적 두려움의 근

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일을 그

르치거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맘대로 제어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두려움보다 클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세상적 

손해가 내일 더 큰 이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신

앙적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

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

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22: 42)  

 

 사실 루카 복음에 대사제와 군중이 예수님을 고발

하지만, 정치적 최고 지도자 빌라도와 헤로데는 예수

를 정치적 위험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대

사제들의 두려움이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은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 34)  

 

 오늘 주님의 수난 성지 주일을 지내며 역설적 구원

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수난

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동참하며 경험

합니다.  다가오는 성삼일 전례는 우리가 믿는 이유, 

즉 파스카 신비를 설명하는 전례입니다.  

 

 따라서 성삼일, 즉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그리고 파스카 성야 성토요일은 삼 일간에 

걸친 하나의 전례로서, 이 거룩하고 장엄한 구원의 

현장에 믿는 이들은 누구나 모두 참석하여 그 구원 

신비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일지

라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참조 루카 

23: 40-43) 

 

 올해의 성삼일 전례에 우리 공동체 식구 모든 분들

4/14 (일)  

께서 참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 일을 성당에 오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일입

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늦은 밤 전례에 참여하는 것

이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운전하기 힘들어서, 아

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등등 

 

 세상적으로 참례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수 없

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받으시고 죽을 이유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뜻이 아니

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

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성삼일에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

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

의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달리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

리에게 언 땅을 뚫고 솟아난 새싹처럼, 마른 가지를 

비집고 피어난 벚꽃처럼 삶의 신비가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살아 꿈틀거림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설레는 

가슴은 우리 힘이 되어 삶의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미사 지향  

미사 지향은 7쪽(Page 7)에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

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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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4월) 성삼일 전례 일정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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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모집   

해당 단체 봉사자는 30 분 전까지 제의실로 오셔

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4월19일 
(3 p.m.) 

 

특별헌금 

4월 19일(금)  Holy Places 
4월 21일(일) Retired Priests 
4월 28일(일) Catholic Home Misions  

유아 세례  

 

 

 

 

 

 

 

 

 

 

 

 

 

 

 

 

 

 

 

 

 

 

 

 

 

·  

 

 

 

 

(특별헌금 은퇴 사제)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8학년  

        

교육기간 : 5월 4일(토) - 6월 1일(토)  
                   (불참 시 입단할 수 없음)  
입단식 : 6월 2일(일)  11 a.m.  미사 중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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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air  
주최 : St. Paul Medical Mission Team 
일시 : 4월 28일(일)   9 a.m. - 1 p.m.  
장소 : 제2교육관  

문의 사항 : 송지연 율리안나 (347) 610-4352  

St. Paul  의료 선교 기금 모금  

모금일 : 5월 5일(일)  
모금 시간 : 8 a.m. & 11 a.m. 미사 후 성전 앞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날짜 : 4월 25일(목) - 4월 28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봉사자 : 홍정순 데레사, 조은경 막달레나 

수강자 : 

뛰어라 : 4월 28일(일)  7 p.m. 성당 친교실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성인 견진교리반 개강  
날짜 : 5월 1일(수) - 6월 5일(수)    
 매주 수요일 8 p.m. 신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부활 제대꽃 봉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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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일시 : 5월 19일(일) 1:30 p.m. 
장소 : 
주소 : 
참가비 : $100  

베드로회 부활꽃 판매  

일시 : 4월 21일(일)  
문의 : 강용일 바오로 (917) 805-2166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 전 9일기도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4월 1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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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회 월례회  

 

 

  

  

 

  

  

묵주기도 100만단   

3월 31일(일) - 4월 5일(토) 20,259단 

누적 봉헌 단수 총 365,903단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일시 : 5월 5일(일)  9 a.m. - 4 p.m.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울뜨레야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Bayside 구역 3반  

반장 : 김 루시아 (917) 913-3120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성제회 월례회  

4월 14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4월 14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4월 14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ME 월례회  

4월 14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4월 21일(일)  2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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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4 (일) 미사 지향은  

3쪽(page 3)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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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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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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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88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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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365,903 decades. 

Hosanna! Crucify Him! 

< Palm Sunday > 

                                  By Fr. Joseph Veneroso, M.M.  
  
 With almost breathtaking speed, the drama of Holy 
Week whips us around from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amid cries of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o his condemnation by the crowd 
yelling, “Crucify him! Crucify him!” In today’s litur-
gy this happens within minutes. While perhaps not 
correct historically, at least liturgically the very same 
people praise Jesus one moment and reject him the 
next. This celebrates a profound truth. In our life we 
will play both roles. Repeatedly. 
 
 The one constant in these scenes and throughout 
Holy Week and the Triduum is Jesus. He remains 
true to himself and his mission no matter what the 
crowd says or does. It’s we who change. How often 
do we proclaim our faith in Christ when it is popular 
or convenient only to abandon or betray him when 
the mood of the crowd turns? In other words, it’s 
very easy to shout Hosanna in church where we are 
surrounded by believers like us. But out in the world 
we are challenged to stand with Christ and his gos-
pel especially when it’s unpopular. Defending the 
poor and oppressed, helping the homeless, protecting 
refugees and immigrants, befriending the friendless, 
will not earn us popularity points. But being true to 
Christ is it’s own reward. 
  
 Holy Week invites us to enter deeply into the mys-
tery of Christ, which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mystery of our humanity. On Thursday we remember 
the establishment of the Eucharist and the call to ser-
vice enacted by the priest washing the feet of twelve 
people. On Good Friday, the one day in the year with 
no Mass, we focus on the suffering of Jesus and the 
cross. Finally on Easter we announce the wonderful 
news that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These days 
are not only about Jesus; they’re about us. 

12th 2019 Bolivia Mission  
Date : Jul. 1st (Mon) - Jul. 13th (Sat) 
Where : Santa Cruz, Bolivia  
Who : 9th Grade to 12 Grade and Adult  
Cost : $2,200 (Registration fee : $200 - not refundable) 
Due : Apr. 30th (Tue) 
Contact : Katharian Hyesung Hwang  
               (Bolivia Mission Coordinator) 
Tel : (347) 804-2684 

Special Collections  
April 19th (Fri) for Holy Places 
April 21st (Sun) for Retired Priests 
April 28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2019 St. Paul Summer Camp  
Students : Pre K - 5th Grade 
Period : July 1st - August 16th (7 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 
Tuition :  
  Early Registration : April 13th - May 12th - $1,160 
  Regular registration : May 13th - June 15th - $1,460 
Sibling discount :   
  2 children : 10% off tuition of one child 
  3 children : 50% off tuition of one child 
Field trip fees are not included in tuition. 
Early drop off : $150 
Extended care : $400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For the Church all around the world fol-

lowing the Savior during Holy Week,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oples of all races and nations who 
seek pea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suffer mental, physical, or 
spiritual anguis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 spirit of penance, reflection, and 
gratitude during these chosen day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gentle repose of the faithful de-
parted.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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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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목) 10pm - 4월 19일(금) 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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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단체별, 구역별, 쁘리시디움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책임자 소속 Pr) 책임자 

PM 
10:0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한해남 요셉 

11:00 – 
12:00 

마니피캇, 한울림 성가대 

Long Island ★일치의 모후 Pr. 
은혜의 바다 Pr. 오묘한 매괴 Pr. 
신비로운 장미 Pr. 

강경원 데레사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어머니 연합회  

Forest Hills ★구원자의 모후 Pr. 
파티마의 성모 Pr. 상지의 옥자 Pr. 
신자들의 도움 Pr. 

신덕철 카타리나 

1:00 – 
2:00 울뜨레야, 성제회,  

성시회 

Flushing I ★순결하신 어머니 Pr. 
샛별 Pr. 사랑의 샘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정미정 엘레나 

2:00 – 
3:00 성령기도회, 간호사회 Flushing II ★바다의 별 Pr.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조혜숙 마리안나 

3:00 – 
4:00 대건회, ME부부 Whitestone ★증거자의 모후 Pr.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순교자들의 모후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상아탑 Pr. 

정인숙 벤첸시아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담소 Fresh 

Meadows 

★사도들의 모후 Pr. 
기쁨의 원천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기쁨의 샘 Pr. Salve Regina Pr. 

이해은 사비나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소 후원회 

Bayside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자비의 모후 Pr.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겸손하신 어머니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김성숙 헬레나 

6:00 – 
7:00 한국학교 학부모회,  

베드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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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숙 리나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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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주 소피아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April 14, 2019 (Year C)  No. 2416 

9:30 A.M. MASS 

Opening          All Glory, Laud, and Honor 139 
Breaking Bread Communion Hosea 

Jesus, Remember me 
666 
407 

Breaking Bread 

Offering 137 
Breaking Bread Closing Were You There 152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All Glory, Laud, and Honor 94 
Children’s Mass Communion Come to My Heart  284 

Children’s Mass 

Offering Go Before Us 224 
Children’s Mass Closing All Glory, Laud, and Honor 94 

Children’s Mass 

Hosanna to 
the Son of 

DAVID 

 

Palm Sunday 
Procession 

 

Responsorial 
Psalm 

 

 

Christine Cho James Mun Cristine An 

Communion Antiphon 
 Father, if this chalice cannot pass without my drinking it, your will be done.  

Reading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Isaiah 50:4-7 (38ABC)                                                          Philippians 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