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11월 10일

입당 성가

40 꽃

예물 준비 성가

282 주님께 모두 드려요 / 296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영성체 성가

306 주의 잔치 / 243 왜

파견 성가

110 말씀하시면

입당 전

하느님의 어린양!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란 하느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직자가 아닌 모든 신자들을 의
미합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서는 평신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간절히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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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2마카 7, 1-2. 9-14
제2독서 : 2테살 2, 16―3, 5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20, 27-38 또는 20, 27. 34-38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백성인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차별과 편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의
고통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
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열심히 공
부하며 힘든 과정을 거쳐 온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하느님의 자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본당 예비 신자들을 위하
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세례를 받는 날까지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례를 준비하며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불안정하기에 종종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신앙의 위기를 견디어 내길 바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 올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며 위기를 이겨 내 봅시다.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