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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성가

55 나를 따르라

예물 준비 성가

300 주여 나의 몸과 맘 / 301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92 님의 뜻이 / 117 목마른 사슴

파견 성가

296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입당 전

청소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주
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
지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
다. 이 밖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오늘 복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1사무 26, 2. 7-9. 12-13. 22-23
제2독서 : 1코린 15, 45-49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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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루카 6,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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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향 기도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닮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
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많
은 이들에게 당신의 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당신의 사랑
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이신 주님,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
이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는 이들을 참
된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소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자주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기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총을 통해 더욱
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주변을 잘 둘러보면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
리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
가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 모나고 거친 세상은 좀더 아
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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