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주일·12월 15일

대림 제3주일

입당 성가

51 영광의 왕

예물 준비 성가

23 세상을 위하여 / 96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 성가

26 나는 포도나무요 / 10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파견 성가

43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 제3
주일이자 자선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
씀하셨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힘없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여
러 번 강조하셨지요.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기꺼
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청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했던 세례자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들은 뒤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더욱 굳은
믿음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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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진리이신 주님, 당신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되게 하시고, 남은 대림 시기를 잘
보내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생명이신 주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자신의 욕
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 슬
기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변에 계신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할
머니·할아버지들이 가족과 이웃의 애정과 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본당 자모회를 위하여 기도드려요.
빛이신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모회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머니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기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돌보
아 주시고, 저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많이 내놓을수록 큰 자선
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나눔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
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놓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우리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
게 나눔을 실천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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