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3월 29일

사순 제5주일

입당 성가

190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예물 준비 성가

57 나를 받으옵소서 / 81 내 품에 오너라

영성체 성가

302 주여 임하소서 / 74 내 발을 씻기신 예수

파견 성가

188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 동
안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재정비해야 합니다. 참회와 보속의 시간이 지난 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며,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
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라자로가 등장합니다. 죽어
서 돌무덤에 갇힌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
을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에제 37, 12-14
제2독서 : 로마 8, 8-11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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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요한 11, 1-45 또는 11, 3-7. 17. 20-27. 33-45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교회를 이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하여 기
도하오니, 교황님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려 주소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힘든 삶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 희망

초등부 미사해설

찬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린이들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저희는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하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
시는 것 같이 저희 가족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온갖 어
려움을 극복하며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 외침은 사랑하는 친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두운 돌무덤에 갇혀 있던 라자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걸어 나와 빛을 마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라자로처럼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찬란한 구원
의 빛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부활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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