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연중 제6주일

입당 성가

2 모여라 동무들아

예물 준비 성가

12 우리 친구 예수님 / 89 믿음으로

영성체 성가

26 나는 포도나무요 / 35 성체 안에 계시는

파견 성가

37 어린이 군대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중 제6주일이
에요. 하느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이기심 등 나쁜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느님을 향해
온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하며, 기쁘게 오늘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어
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하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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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빛이신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봉사자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기쁨과 보람 속에서 오래
오래 봉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구원자이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을
보호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세요.
따돌림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평화의 주님,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더 이
상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본당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인도자이신 주님,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비 신자
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심어 주시고, 세례의 은총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사탕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반대로 약은 써서 먹기 힘들지
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들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
들은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
지요. 앞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꾹 참고 계명들을 잘 지켜,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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