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입당 성가

5 주님 나 작은 발로

예물 준비 성가

15 주여 우리는 지금 / 21 봉헌

영성체 성가

32 우리와 함께 주여 / 122 사랑한다는 말은

파견 성가

36 다같이 우리들은 사랑 배우세

입당 전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2주일이에요. 하느님께
서는 우리의 죄를 자비로이 용서해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
느님의 용서를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많아
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없는지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 보아요. 항상 사랑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기로 해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증언해요. 세례
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를 없애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들어 보아요.

102 2020. Jan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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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려요.
은총의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목숨
을 바쳐 신앙을 지켜 낸 선조들을 본받아 굳은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느님을 따르며 복음을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치유의 주님,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얼른 건강
을 되찾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가난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생명의 주님, 가난으로 인해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변
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이 친구들이 하루빨리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
고,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사랑해 주시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친구들이 방학 기간에도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어요.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한 것이지요. 이처럼 세례자 요한이 확
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성당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님에 대해서 잘 알려 주고 있나요? 앞으로는 세례자 요한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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