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등 부

연중 제25주일
9월 19일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이에요. 우리는 미사
를 봉헌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말씀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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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일
주일을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지요. 말씀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오늘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이곳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는 모두 예수
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 보여 주는 오늘의 말씀에 모두 귀 기울여 보
아요.

보편 지향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려요.
힘을 주시는 주님, 순교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니,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이끌
어 주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생명이신 주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노력을 어여삐 봐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세요.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인도자이신 주님, 오랫동안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친구들이 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 성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로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실
천으로 옮겨야 해요. 특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
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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