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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
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 시기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남은 사순 시기 동안 더욱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순 제2주일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세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강
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청하며,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아요.

독서 / 복음

제1독서 : 창세 12, 1-4
제2독서 : 2티모 1, 8-10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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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마태 17, 1-9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으로 일궈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
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자비를 실
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님께서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저희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사

초등부 미사해설

랑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배고픔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주님,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시어 배고픔
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
랑의 마음을 주세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족 모두가 다정한 마음
으로 서로 이해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성가
정을 이루게 해 주세요.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수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
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주시기 위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만일 우리 중에 스스로 믿음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께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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