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12월 8일

입당 성가

258 임하소서 임마누엘

예물 준비 성가

62 나의 생명 드리니 / 216 영원히 찬미합니다

영성체 성가

246 우리와 함께 주여 / 284 주님만을 섬기리

파견 성가

230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입당 전

주님의 평화! 청소년 여러분, 대림 시기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인권 주일이자
사회 교리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
로 지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하느님의 모습대
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미사
를 정성스럽게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구세주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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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이사 11, 1-10
제2독서 : 로마 15, 4-9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마태 3, 1-12

아시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 분이신 주님, 넓은 아시아 대륙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이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다 많은 이들을 당
신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과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인류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과학
자들에게 진리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이루게 하시고, 자신들의 지식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서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소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생명이신 주님,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는 언제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이신 주님, 저희를 따스하게 보살펴 주시는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 수녀님
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신부님과 수녀님이 언제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
복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청소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저 잘못을 뉘
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진정으
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림 시기의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그에 맞갖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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