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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장 택 규 조 은 경  탁 환 섭 

8시 미사 윤 정 애  윤 석 채  윤 건  홍 길 려 

9시 30분 미사  Irin Cho Nicolaus Lee Gabriel Lee Dylan park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주 호 종  이 유 경 

12시 30분 미사  김 수 진  황 혜 성  임 칠 성  황 혜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문 소 영  

화답송 

입당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77번 

입당송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영성체송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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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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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을 하느

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들로 받아들이고, 비

록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을 존중하며, 하느님께서 주

신 양심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

타난 하느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느

님께서는 결코 무지한 탓으로 인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

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느님께서는 그들

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

는데, 제1독서의 말씀은 그 계명 중 일부입니다. 하

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당신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을 괴롭히면, 당신께 부르짖는 이

방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닐뿐더

러 하느님을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느

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들 편에 서시리라

고 하십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은 반가운 말씀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

을 박해했던 이집트를 저주하고 그들에게 앙갚음

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편에 서실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하느님 편에서 이집트는 비록 악을 저질

렀지만, 그들도 당신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기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그들이 멸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탈출기의 계명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모르

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당장 벌하시지 않

으시고, 당신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

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단정 지

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

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

장 큰 계명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해

야 한다고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당연

히 다른 모든 계명 위에 있는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가는 계명인 하느님을 사

랑하는 것 외에, 둘째 계명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

해야 한다는 계명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학자가 

물어본 것은 가장 큰 계명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이어야 하지만, 예수

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두 가지이고, 온 율법과 예언

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하

느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

느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

신 모든 사람들인 우리의 이웃들도 당신을 섬기듯

이 똑같이 사랑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모

른다는 이유로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를 바라

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면 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들이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느님의 가르

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듣는 사

랑에 대한 계명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느님께

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

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대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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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이제 연중 시기도 4

주가 남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의 말미에 들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

살렘에 도착하시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두

가이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

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끝 무렵에 예루살렘과 사두가

이 대사제들과 원로 그리고 바리사이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복음은 그들의 신

앙의 중심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사랑입니

다. 하느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

랑입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

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

다.’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오 12) 

 

  오늘 팬데믹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5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3학년 

아이들의 첫 영성체 예식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이 이수빈 선생님과 박 미셸 선생님

이 가르치고 준비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를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말입

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지체로 하

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은 7대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소통하

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작은 입문

의 성사로 세례, 견진, 그리고 성체성사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매 주일 우리는 성체를 모시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영성적으로 성장하며 하느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

가갑니다. 우리 삶이 하느님의 말씀에 걸맞은 삶이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두 계명을 살아가

는 것입니다.  

 

  이는 일치의 성사로 그 사랑의 은총을 입습니다. 

바로 혼배 성사이며 신품성사입니다. 부부가 하느님

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며 성가정을 이루는 사랑

의 성사이며,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는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바로 치유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

를 견디며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고 유혹에 빠지고 병에 걸립

니다. 치유의 성사는 바로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에 

관한 성사입니다.  

 

  고백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위로를 받

고 힘을 얻어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통해 우리는 육체적 

영적 치유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치유 성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이

들을 업신여기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

은 옳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이웃을 사

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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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연중 제30주일

넷째 주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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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선포합니다.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13명의 아이들이 받

은 첫 영성체는 이제 그들의 영적 양식으로 더 튼

튼한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게 하기 위해 부모

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도와

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

니다. 어제의 첫영성체가 그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

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길 기도드립

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함

께라면 좀 더 가볍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

느님의 나라로……우리의 노력으로 팬데믹은 끝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

는 힘은 ‘안전 수칙’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두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거리 두기와 개인 소독과 마

스크 쓰기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하느님의 

사랑의 두 계명으로 함께 더불어 팬데믹을 이겨나

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며 고백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

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참조 시

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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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단체장 회의 일정  

2차 모임 

일시 : 10월 25일(오늘)  12:30 p.m.  

장소 : 사제관앞 천막  

대상 : 봉사단체 

꼬미시움, 성시회, ME, 울뜨레아, 성소후원

회, 성령기도회, 메아리 청년 성가대, 소금 청

년 전례부, 어머니 연합회, 초등부 교사회, 중

등부 교사회, 주일학교, 한국학교, 장학회 

알 림 알 림 

김치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김치병 빈 병을 수거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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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목회 안내 데스크 장소 이동  

현재 성당 앞에 있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가 성당 

친교실로 내려가는 중간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요셉회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장소입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김철희 시몬 신부님 후임으로 고국에서 박효식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14일(수)  

도착하셨습니다. 본당을 위하여 애써주실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미사 : 11월 2일(월)  7 a.m.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위령미사 지향은 위령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

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김철희 시몬 신부님 영명 축일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서머타임 해제

주보 광고주 모집 

특별헌금  

로사리오회 데스크  

로사리오회에서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새우젓과 곡물등을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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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합회   

어머니 연합회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Stpaulmothersgroup@gmail.com 입니다.   

감사헌금  

뉴욕한인회 COVID19 사랑나눔 캠페인 

(식품 구매권 배포)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동포들에게 

지정 마트에서 식품 구매가 가능한 구매권을  

5개월 동안 분할 배포합니다.  

신청 자격 

** 주의사항 :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 접수와 배포 절차 

사랑나눔  성시회 새임원  

회장  허필환 베로니카  부회장  한옥화 마리아  

총무  김혜경 말가리따 마리아   

주일학교 온라인 수업   

초등부  

매주 일요일 11 a.m.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중•고등부  

매주 금요일 8 p.m.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10월  
 

묵주기도성월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일을 설

정합니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없

습니다.  

3.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5.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

튼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

음 방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니다.  

6.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

인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10월  25일 

온라인 문자 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박스에 체크를 하

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됩니다.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central 홈페이지 https://

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에서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

하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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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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r. Joseph Veneroso, M.M.  

Love God. Love Your Neighbor. Love Yourself. Period. 

<Thir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October 25,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 are 613 commandments in the Old Testament, everything from forbidding cheeseburgers (“Thou 
shalt not boil a kid in its mother’s milk.” Deut. 14:21) to precutting toilet paper to be used on Saturday. 
The Old Testament also forbids wearing clothing made from two different materials (No cotton and linen 

blends) as well as eating anything with blood in it. (No 순대 for observant Jews!) So it was only natural 

for people to wonder which commandments were most important. Jesus boils down the commandments 
to just tw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your whole mind, body, soul and strength, and love your neigh-
bor as yourself. Sad to say, the Church took these two commandments and created more than 2,000 can-
on laws. 
 
   In the first reading we hear one of the greatest commandments: not to mistreat the alien or foreigner in 
our midst because we too were once foreigners in a foreign land. Recall how we were mistreated and 
don’t mistreat others. Here we see love of neighbor and love of self in one action. In fact, this command-
ment not to mistreat the alien among us is the most repeated law in the entire Bible. Jesus is calling on us, 
his followers,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mistreatment and revenge. This commandment is as important 
and relevant today as it was 2,000 years ago. Even as we gather for Mass today, we know there are hun-
dreds of refugee children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t the Mexico border and held in cages. Cag-
es! Last week lawyers reported that the parents of 575 children cannot be located. Surely this is a crime 
that calls out to heaven for vengeance. It’s time we got back to basics. All the Masses, rosaries and nove-
nas in the world will not matter if we continue to violate the basic commandment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f.  

4th Sunday in October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Love God wholeheartedly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how Jesus sums up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s. These vertical and horizontal loves are im-
aged in the cross of Christ Jesus, which binds all crea-
tion together and leads all creation to God. We receive 
the cross in baptism as a sign that we are servants of 
the living God, who raised his son from the dead so 
that Jesus might save us from sin and re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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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All Soul’s Day Mass  
Date & Time : Nov. 2nd (Mon)   7 a.m.  
The special envelopes will be located in the front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side window of the church office. 
For those who cannot go to the mass but still wish to 
participate, these envelopes can be given to the church 
in advance before Nov. 1st.  

October 28th Feast day of Simon and Jude, 
Apostles of Jesus 
October 28th (Wed) is St. Simon’s Feast Day.  
Please pray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Father Simon 
on his feast day.  

Daylight Saving Time Ends 
Daylight Saving Time ends on Sunday, No-
vember 1 (All Saints’ Day), at 2 a.m. On Sat-
urday night, set your clocks back on hour to 
“fall back.” 

Father John Hyo-Sick Park—New Asst. Priest 
On October 14th, Father Simon Kim’s successor, Fa-
ther Park arrived. He will assume the duties of Father 
Simon and will take care to assist the parish to the best 
of his abilities. Please welcome him and pray for him 
as he answers God’s calling towards our parishioner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5, 2020 (Year A)  No. 2497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22:20-26 (148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1 Thessalonians 1:5c-10 

Communion Antiphon 

   We will ring out our joy at your saving help  
   and exult in the name of our God.  

 

  

◎ Lord, hear our praye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