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28주일
10월 13일

입당 성가

156 새로운 계명

예물 준비 성가

298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 331 태양의 찬가

영성체 성가

26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 83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파견 성가

174 세상은 아름다워라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특별한 선물이기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며,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와 영광을 올립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을 집중하여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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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2열왕 5, 14-17
제2독서 : 2티모 2, 8-13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17, 11-19

억압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앙의 수호자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그들이 굳건한 믿음과 용기로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게 언제나 함께하
여 주시고, 하루빨리 당신을 마음껏 찬미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
소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자유이신 주님, 지난날의 잘못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그들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
려 주소서.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 나라로 올라간 어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당신 품 안으로 거두어 주시
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학교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깊으신 주님, 저희와 학교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친구
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총을 내려 주십니
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분께서 주신 선물의 기쁨
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의 은총에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올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한없이 깊은 사랑으
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 기도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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