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일·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입당 성가

9 예수님과 하나되고 싶어요

예물 준비 성가

15 주여 우리는 지금 / 90 예수님의 이름은

영성체 성가

31 하느님의 어린 양 / 116 주님 주신 이 세상

파견 성가

40 사랑의 송가

입당 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자 농민 주일이에요. 이렇
듯 더운 여름날에도 농민들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농민
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요. 앞으로는
식사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농민들의 정성에 감사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기로 해
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은총을 청하며 정성껏 오늘의 미사를 봉헌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사는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 분주한 마르타와는 달리, 마리아는 가만히 예
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를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복음에 귀 기울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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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부

독서 /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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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10, 38-42

주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인도자이신 주님, 사랑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는 주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주교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가난하
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게 해 주세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보호자이신 주님, 정의를 실천하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고통
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병에 걸려 아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주님의
은총으로 친구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하루빨리 병에서 나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돼 주세요.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축복이신 주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농민들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풍
성한 축복을 내려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부족함 없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의 사랑
도 이와 비슷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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