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3월 1일

사순 제1주일

입당 성가

255 임 쓰신 가시관

예물 준비 성가

62 나의 생명 드리니 / 123 보라 하느님은

영성체 성가

290 주님의 작은 그릇 / 95 당신을 향한 노래

파견 성가

19 그 길

입당 전

하느님의 어린양!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사순 시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는 사순 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수난을 마음에 새기며 참회와 속죄로 부활을 준비
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 제1주일 미사를 시작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보여 주
며 죄의 길로 이끄는 악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모두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여 복음을 들어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창세 2, 7-9; 3, 1-7
제2독서 : 로마 5, 12-19 또는 5, 12. 17-19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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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마태 4, 1-11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사순 시기를 맞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가 참회와 성찰을 통해 보다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여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공부·외모 등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얻어 당당히 세상

초등부 미사해설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쁜 길로 빠진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청소년들
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언제나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모님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기
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저희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
게 이끌어 주소서. 또한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무척 지쳐 계셨지만 악마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이 하느님
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며 우리에게도 예수님
처럼 많은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 청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걸맞은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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