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등 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4월 11일

입당 전
알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에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감
사드리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무한
한 자비를 찬미하며, 오늘 미사를 기쁘게 봉헌하기로

오늘의 성가

해요.

입
당
77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 준비
16 정성 어린 우리 제물
87 주를 찬미해
영 성 체
24 주의 몸 안에 우리가
112 사랑해요 하느님
파
견
78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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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
스 앞에 나타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
하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음에 조용
히 귀 기울여 보아요.

보편 지향 기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맞아,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주님, 자비로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이해와 용서로 바꾸어 주시
고, 저희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세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가족과 이웃의 관심 속에서 외
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부모님을 잃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위로자이신 주님,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친구들의 슬픈 마음을 당신의 따스
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밝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이들
에게 은총 내려 주시어 항상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날이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2주째가 되었어요. 이 기쁜 부활 시기에 미움이나 욕
심, 게으름과 같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며,
부활 시기 동안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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