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가난한 이의 날·
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입당 성가

2 모여라 동무들아

예물 준비 성가

14 내려 주신 모든 선물 / 17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 성가

24 주의 몸 안에 우리가 / 98 주님 위해 무얼할까

파견 성가

36 다같이 우리들은 사랑 배우세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중 제33주일
이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
아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
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은총을 청하며, 오늘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감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허물어질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하시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지요. 어떤 어려
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잘 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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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21, 5-19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의 주님, 주님께 몸과 마음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자비의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이
웃이 많아져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생명의 주님,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애쓰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경찰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 올바른 행동으로 많
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의 주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유
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의지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달리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
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손잡이를 꽉 잡고 있다면 아무리 버스가 흔들려도 넘어
지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지낸다
면 작은 시련에도 쉽게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항상 내 안에 모셔
두고 굳게 의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 낼 수 있지요. 힘들
고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더
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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