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제7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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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성가

70 낮은 자의 하느님

예물 준비 성가

247 우리의 제물 / 149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성체 성가

158 생명의 양식 / 243 왜

파견 성가

233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입당 전

그리스도의 평화! 청소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7
주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
며, 졸업과 입학을 앞둔 친구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간구
합시다.

말씀 전례 전

우리는 평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사랑
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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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레위 19, 1-2. 17-18
제2독서 : 1코린 3, 16-23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마태 5, 38-48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이신 주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꾸준히 봉사하
는 삶을 통해 당신 구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심리적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신의 따스한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
소서.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당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
니, 저희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지역 사회 안에서 당신
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나를 좋아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
는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나를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거룩한 성체를 모신 지금 이 시간, 완전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봅시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께 간절히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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