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부활 제5주일

입당 성가

81 찬미 노래 드리자

예물 준비 성가

22 닮고 싶어요 / 127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영성체 성가

26 나는 포도나무요 / 10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파견 성가

85 부활하신 주 예수

입당 전

그리스도의 평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가까이 있
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종종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고 말해 보아요. 또한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도 사랑을 고백하기로 해요.

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려 주세요.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우리가 꼭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는 중요한 계명이었지요. 복음을
잘 들으며,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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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사도 14, 21-27
제2독서 : 묵시 21, 1-5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요한 13, 31-35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아직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박해받는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세요.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정의이신 주님,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상처를 따스한 사랑
으로 감싸 주시고, 저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정의를 실천하게 해 주세요.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위로이신 주님,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이
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커다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신 예비 신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
니, 친구들이 교리 수업과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세례성사를 잘 준비하게 하시
고, 세례를 받은 뒤에는 저희와 함께 더욱 큰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시면 걸음을 멈추
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또한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셨고, 자신
을 배신한 이들도 미워하지 않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실
천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위대한 사랑을 떠올리
며, 우리도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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