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

3월 1일

사순 제1주일

입당 성가

69 수난 기약 다다르니

예물 준비 성가

23 세상을 위하여 / 18 푸르른 시냇가의

영성체 성가

28 성체를 찬송하세 / 34 사랑이 없으면

파견 성가

74 지극한 근심에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 제1주일
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스러운 수난과 죽음도 기꺼
이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약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보내며, 고통 속에 피어난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해요. 또한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며 예수
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하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봉헌하
며,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로 해요.

말씀 전례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악마가 찾아와요. 그리고 아
주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물리
치실까요? 복음을 잘 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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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순교자들의 믿음 위에
서 자라난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순 시기 동안 뉘우침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고통에 함
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이신 주님, 소외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주
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초등부 미사해설

주세요.
나쁜 길로 빠진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희망이신 주님, 나쁜 유혹에 빠진 모든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
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진정 원하는 꿈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
록 힘을 주세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부모님의 말씀
을 잘 따르는 아들딸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은 언제나 당신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은 예수님 곁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세요.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우리는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며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데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유혹을 잘 물리
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에서 악마에게 세 번이나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앞세워 악마들
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떠한 유혹도 잘 이겨 낼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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