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5주일
5월 19일

입당 성가

222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물 준비 성가

300 주여 나의 몸과 맘 / 333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영성체 성가

302 주여 임하소서 / 340 하나가 되게 하소서

파견 성가

330 탈출의 노래

입당 전

그리스도 우리의 빛!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부활 시기를
보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
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을 전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
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복음을 잘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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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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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렵게 이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
도하오니,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가해자들에게는 잘못을 뉘우
칠 수 있는 양심과 용기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해외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서 잘 뿌리내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세례를 준비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례의 은총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
니다. 이 말씀에는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차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
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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