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연중 제7주일

입당 성가

9 예수님과 하나되고 싶어요

예물 준비 성가

13 참 좋으신 예수님 / 98 주님 위해 무얼할까

영성체 성가

27 찬미 예수님 / 169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파견 성가

40 사랑의 송가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7주일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곤 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미워하시기는커녕,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혹시 그동안 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미사 중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
고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다 함께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연중
제7주일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우리는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며 똑같이 갚아 주고 싶어 해요. 하
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
르쳐 주시지요. 진정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복음 말씀에 귀를 쫑긋 세
워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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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목자이신 주님, 교회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
오니, 이들이 언제나 깊은 인내와 사랑으로 신자들을 따스히 보살피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내려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이신 주님,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많은 은총 내려 주시고,
봉사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끌어 주세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위로자이신 주님,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병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
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당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진리이신 주님, 함께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모인 저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이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무
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생긴 미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
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청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
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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