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2월 28일

사순 제2주일

입당 성가

19 그 길

예물 준비 성가

75 내 생애의 모든 것 / 282 주님께 모두 드려요

영성체 성가

171 성체를 찬송하세 / 26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파견 성가

286 주님은 우리 위해

입당 전

그리스도의 영광!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예수님
께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영광
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오늘의 복음을 잘 들
어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창세 22, 1-2. 9-13. 15-18
제2독서 : 로마 8, 31-3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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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마르 9, 2-10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자애로운 마음으로 신자들을 돌보는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신부님들에
게 은총 내려 주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 낼 수 있
도록 항상 함께하시며 돌보아 주소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된 스승이 되고자 노력하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생님들
에게 힘을 주시어 인내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

초등부 미사해설

침을 따르며 선생님들의 모범을 본받게 하소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보
호하시어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땅한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당신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
루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쉽게 믿
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를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
여 주셨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
히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해 주시기를 청하며 잠시 묵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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