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 미사해설
연중 제7주일
(2월 24일)
입당 성가

6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물 준비 성가

15 주여 우리는 지금 / 98 주님 위해 무얼할까

영성체 성가

10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 32 우리와 함께 주여

파견 성가

42 주님과 나는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평소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
나 자주 하나요? 아무리 마음속에 큰 사랑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
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오늘 연중 제7주일 미사를 힘차게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동안 친한 친구만을 챙기며 생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복
음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독서 / 복음

제1독서 : 1사무 26, 2. 7-9. 12-13. 22-23
제2독서 : 1코린 15, 45-49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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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루카 6, 27-38

초등부 미사해설

보편 지향 기도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목자이신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
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더욱 좋
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할머니·할아버지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할머니·할아버
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분들의 삶이 기쁨
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게 많은 은총 내려 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이신 주님,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이
들이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친구들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총을
통해 더욱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내 기도를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시니까요. 기도
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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