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4월 11일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참하느님이시며 참인간이
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
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느님께 항상 감사하
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

오늘의 성가

로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입
당
4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물 준비
126 봉헌
343 하느님 내 주시여
영 성 체
103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323 천사의 양식
파
견
238 온 땅 위에 노래가

독서 / 복음
제1독서
사도 4, 32-35
제2독서
1요한 5, 1-6
복
음
요한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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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례 전
제자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
씀을 하셨을까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굳은 믿
음을 청하며, 오늘 복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보편 지향 기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맞아 자비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이 땅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전쟁 등 온갖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당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 모두가 주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게 하
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자
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의 은총을 베
풀어 주소서.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로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굳은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시며 힘을
주소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하늘 나라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단호히 물리치도
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뵙지 못했던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뵙게 되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훗날 토마스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순교에 이릅니다. 잠시 의심에 빠졌지만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일어선 토마스 사도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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