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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 성가

9 예수님과 하나되고 싶어요

예물 준비 성가

17 나의 생명 드리니 / 21 봉헌

영성체 성가

31 하느님의 어린 양 / 145 마음 공장

파견 성가

44 어린이처럼

입당 전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
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느님과 성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
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
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
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마음으로 그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다
함께 복음 말씀을 잘 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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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수도
자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은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
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세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세상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저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어린양이 되게 해 주세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축복이신 주님, 혼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어려운 상황
에서도 자녀를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이 행복한 가
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니,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주 미사를 봉헌하며 굳건한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성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께서 함
께하시며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하며, 더욱 굳은 믿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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