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2주일
1월 19일

입당 성가

212 열어주소서

예물 준비 성가

282 주님께 모두 드려요 / 10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영성체 성가

323 천사의 양식 / 103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파견 성가

115 모든 형제들에게

입당 전

하느님의 어린양! 청소년 여러분, 쌀쌀한 날씨로 인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
절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해 주
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연중 제2주일 미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라고 증언합니
다. 세례 때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내려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용
히 복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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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이사 49, 3. 5-6
제2독서 : 1코린 1, 1-3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요한 1, 29-34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일구어 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
오니, 모든 신자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일치의 은총을 내려 주시
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
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몸과 마음에 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
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
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가난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는 나눔
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방학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개학 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
류 구원을 위해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의 사랑과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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