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연중 제25주일
9월 19일

입당 전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5주일
입니다. 추수를 앞둔 가을 들녘은 점점 아름다운 황금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선물해

오늘의 성가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오늘 미사를 더욱 정성껏 봉
헌합시다.

입
당
296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예물 준비
260 정성 어린 우리 제물
339 푸르른 시냇가의
영 성 체
219 예수 내 작은 기쁨
305 주의 자비가 내려와
파
견
49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지혜 2, 12. 17-20
제2독서
야고 3, 16 ― 4, 3
복
음
마르 9, 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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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인지에 관해 논
쟁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
러 논쟁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을지, 오늘 복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보편 지향 기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하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한마음으로 실천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
소서.
인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게 하
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수확을 앞둔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난여름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들의 성실함
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족들이 몸과 마음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세상은 1등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늘 나라에서는 이웃
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첫째라고 알려 주십니다. 지난 시간 나는 세상의 기준만
신경 쓰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또한 앞으로는 하늘 나라에서 첫째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
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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