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연중 제15주일

입당 성가

3 내 맘은 작은 꽃밭

예물 준비 성가

11 어린 백합화 / 21 봉헌

영성체 성가

28 성체를 찬송하세 / 101 예수님의 사랑

파견 성가

36 다같이 우리들은 사랑 배우세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이에요. 혹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 버리지는 않았나요? 즐겁게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더
위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해요. 또한 오늘 미사 중에는 건강
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이웃
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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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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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려요.
하나이신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니,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랑
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정의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를 위하여 기도드리니, 정치인들이 이기심과 욕심
에서 벗어나 바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위로이신 주님, 큰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주님의 자
비로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서 힘을 내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
드리니, 신부님과 수녀님의 마음속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심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성당에
나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정작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
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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