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15주일
7월 14일

입당 성가

215 영원한 행복을 기리며

예물 준비 성가

57 나를 받으옵소서 / 239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영성체 성가

250 이보다 더 큰 은혜와 / 228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견 성가

355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15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미사
를 봉헌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웃에 관
한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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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신명 30, 10-14
제2독서 : 콜로 1, 15-20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10, 25-37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국
민들이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이신 주님, 한국 사회의 정치가 바로 서길 바라며 기도하오니,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삶의 희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기쁘고 활기차
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신부님,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
이 항상 기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주일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
신들만이 하느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 주신 사랑
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과 주변
의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