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 주일·1월 26일

연중 제3주일

입당 성가

6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물 준비 성가

17 나의 생명 드리니 / 90 예수님의 이름은

영성체 성가

34 사랑이 없으면 / 107 해바라기 노래

파견 성가

46 주의 나라 임하면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은 연중 제
3주일이자 해외 원조 주일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어요. 이
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랑의 나
눔을 실천하기로 해요. 모두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오늘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나자렛을 떠나 이민족
들의 땅인 갈릴래아로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
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세례를 받으신 뒤 본격적으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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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님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진리이신 주님, 교구를 이끌고 계신 교구장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가
난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참된 목자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정의로우신 주님, 사회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어
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을 심어 주시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 주세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이신 주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아픔
을 이겨 내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떠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해 주세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생명이신 주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족들
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똘
똘 뭉쳐 성가정을 이루게 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캄캄한 어둠 같던 이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맞닥뜨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막
막한 고통의 시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
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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