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7월 21일

입당 성가

193 씨 뿌리는 이의 기도

예물 준비 성가

62 나의 생명 드리니 / 248 이 모든 건 지나갑니다

영성체 성가

6 거룩하신 성사여 / 243 왜

파견 성가

331 태양의 찬가

입당 전

하느님의 어린양!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자 농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마다 농민 주일을 기념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연의 질서에 담긴 창
조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권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찬
미와 영광을 올리며, 땅을 소중히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한 은총을 기도로
청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
데 마르타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느라 분주한 반면,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예수님
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음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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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창세 18, 1-10
제2독서 : 콜로 1, 24-28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10, 38-42

주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교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와 은
총을 내리시어 주교님들이 바른길을 걸을 수 있게 도우시고, 착한 목자로서 많은
양들을 당신께 인도하는 참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이신 주님, 불의에 맞서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의를 위
해 헌신한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저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병에 걸려 아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어
서 병이 나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 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을 빚으신 주님,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농민들
이 땀 흘려 일한 만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고, 저희
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아마 그분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집안 곳곳을 정돈하고 대접해 드릴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할 것입
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이 모습은 오늘 복음 속 마르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
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
고 성체를 모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자리하신 주님의 따스한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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