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9월 19일

입당 전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 김대
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들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
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경
건한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시작합시다.

오늘의 성가
입
당
122 103위 순교성인
예물 준비
126 붕헌
35 기쁜 날
영 성 체
290 주님의 작은 그릇
265 주 찬양합니다
파
견
162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독서 / 복음
제1독서
지혜 3, 1-9
제2독서
로마 8, 31-39
복
음
루카 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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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보편 지향 기도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박해로 고통받는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에 대한 믿음
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치인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 주시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소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이웃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남은 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께 은총을 청하는 저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
활을 이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순교자들의 삶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
할 수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나아가 자신의 목숨조차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순
교자들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교 정신에는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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