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성가   ⦁소공동체 기도   ⦁참석 환영 및 인사 나눔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순서 

순서 내 용 진행자 (반장) 발언 요 령 

1단계 초대기도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 

2단계 복음 읽기 

①…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폈으면,) 

②어느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읽는 동안에 어떤 구절이 각자의 마음에 와 닿는 지 경청한다.) 

③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다른 번역본 우선 

3단계 구절 선포 

①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큰소리로, 기도하듯이 

세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에는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성경구절 발표가 모두 끝나면,) 

②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한 두 단어로 된 짧은 

구절, 현재 내가 필요로 

하거나 관심을 끄는 

구절 

4단계 묵상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5단계 묵상나누기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체험이나 생활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참석자가 

성경에 관한 ‘나눔’이 아니라 ‘설명’을 할지라도, 그 ‘설명’에 관하여 ‘토론’하지 

않는다. 나눔의 시작은 ‘나’ 혹은 ‘저’로 한다.) 

성경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단계 활동 토의 

①지난 반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에 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전 회의록 

낭독) 

②우리가 이번 주(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③본당/구역/반 소식 전달, 건의사항, 기타토의, 다음 모임 일시/장소 선정 

 

7단계 마침기도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복음단상 읽기   ⦁가정을 위한 기도   ⦁마침 성가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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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동체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가정이)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이)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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