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민의 날·4월 28일

입당 성가

203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예물 준비 성가

260 정성 어린 우리 제물 / 43 나 무엇과도 주님을

영성체 성가

304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358 해같이 빛나리

파견 성가

202 알렐루야 노래하자

입당 전

그리스도 우리의 빛!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자비로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리며, 오늘 미사를 기쁘게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토마스의 눈앞에 직접 나
타나십니다. 믿음이 약한 토마스가 예수님을 뵙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지,
복음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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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사도 5, 12-16
제2독서 : 묵시 1, 9-11. 12-13. 17-19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요한 20, 19-31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맞이하여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자비로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
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움과 갈등보다는 용서와 배려를 통
해 모든 이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
의 씨앗을 심어 주시어 모든 갈등과 다툼을 이겨 내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
려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난으로 굶주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는 나눔
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주위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주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일학교
가 언제나 본당 청소년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
시고,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
소서.

영성체 후 묵상

믿음이 약한 토마스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의 눈앞에 나타나시어 부활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나약한 믿음을 지닌 토마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자비로우
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
해 봅시다.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