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6주일
2월 16일

입당 성가

241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리라

예물 준비 성가

126 봉헌 / 179 소중한 사랑

영성체 성가

137 사랑의 신비 / 160 선물

파견 성가

273 주님 계신 곳 어디나

입당 전

주님의 평화! 청소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6주일
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창
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피조물이기에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살
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간구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겉모습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청하며 복음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110 2020. Feb

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집회 15, 15-20
제2독서 : 1코린 2, 6-10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마태 5, 17-37 또는 5, 20-22. 27-28. 33-34. 37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본당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
오니,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더 많은 이
들을 봉사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존
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따돌림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
의 아픈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그들을
향해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본당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교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가는 걸음마다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길잡이 삼
아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
다. 하지만 규칙에 얽매인 나머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
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느님
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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