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4일

입당 전
알렐루야!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
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준비한 우

오늘의 성가

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봉헌하며, 기쁘게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시작합시다.

입
당
202 알렐루야 노래하자
예물 준비
298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142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말씀 전례 전
(복음 : 요한 20, 1-9 또는 마르 16, 1-7)

영 성 체
70 낮은 자의 하느님
76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파
견
5 거룩하다 부활이여

오늘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
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복음 : 루카 24, 13-35)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독서 / 복음
제1독서
사도 10, 34. 37-43
제2독서
콜로 3, 1-4 또는 1코린 5, 6-8
복
음
요한 20, 1-9 또는 마르 16, 1-7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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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는 순간,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
수님을 만난 이 두 명의 제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
까? 오늘 복음을 들으며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립
시다.

보편 지향 기도
부활을 맞이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
명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임산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진
심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고, 출산할 때까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소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잠시 당신을 잊고 지내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세상 무엇보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일상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
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러
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청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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