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 제3주일
3월 24일

입당 성가

286 주님은 우리 위해

예물 준비 성가

57 나를 받으옵소서 / 115 모든 형제들에게

영성체 성가

250 이보다 더 큰 은헤와 / 103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파견 성가

10 골고타 언덕

입당 전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회개와 보속
의 시기인 사순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놀
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더욱 깨끗한 몸과 마음으
로 주님께 다가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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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탈출 3, 1-8. 13-15
제2독서 : 1코린 10, 1-6. 10-12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13, 1-9

교구장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양 떼를 보살피는 교구장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구장님
이 신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게 지혜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교구
를 이끌며 마주하는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환자들이 고통을 잘 견
딜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어서 병이 나아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청소년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이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지켜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
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저희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당신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
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 이기심, 질투 등으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
분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비의 문을 활
짝 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한 주도 회개와 보속으로 주님의 부활
을 준비합시다.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