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연중 제18주일
8월 1일

입당 전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8주일
입니다. 여름 방학은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까? 방학은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

오늘의 성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하
며, 정성을 다해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입
당
346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예물 준비
300 주여 나의 몸과 맘
68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영 성 체
323 천사의 양식
9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파
견
355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독서 / 복음
제1독서
탈출 16, 2-4. 12-15
제2독서
에페 4, 17. 20-24
복
음
요한 6,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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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들어
봅시다.

보편 지향 기도
아시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된 아시아 교회에 은총을 내려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당신의 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경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
행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결식아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가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도움의 손길이 닿아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림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게 해 주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인 저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학업을 이유로 신앙생활
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하느님과 더 가깝고, 또 어떤 선택은 세상과 더 가깝습니다. 하
지만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
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선택이 달콤한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
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느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갈림
길에 설 때는,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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