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연중 제17주일
7월 25일

입당 전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연
중 제17주일입니다.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 매일 찾아오는 불볕더위로 인해 지치고 짜증이 나

오늘의 성가
입
당
320 참 좋으신 예수님
예물 준비
126 봉헌
131 빛과 소금
영 성 체
137 사랑의 신비
41 나
파
견
22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
님을 떠올리며, 기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여름철을 잘 날 수 있도록 건강의 은총을 청하며, 연중
제 17주일 미사를 시작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과연 예수
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2열왕 4, 42-44
제2독서
에페 4, 1-6
복
음
요한 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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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향 기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
켜 나가는 신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고, 하루빨리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노동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어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소서.
가난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가난으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에 참된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심
어 주시어, 사회적 약자도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게 하소서.
신학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사제가 되고자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신의 삶을 오롯이 봉헌하려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우리는 매일매
일 더 큰 기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어
떠한 잘못도 용서해 주시며, 이 밖에도 당신의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
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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