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제6주일
청소년 주일·5월 26일

입당 성가

5 거룩하다 부활이여

예물 준비 성가

301 주여 우리는 지금 / 320 참 좋으신 예수님

영성체 성가

306 주의 잔치 / 279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파견 성가

128 부활하신 주 예수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
이자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 뵙고,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소년 사도로서 그분
의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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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사도 15, 1-2. 22-29
제2독서 : 묵시 21, 10-14. 22-23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요한 14, 23-29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북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가는 북한의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
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히 보듬어 주시고, 저희 모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노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 속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그들의 주님께 향한 걸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보살핌 속
에서 바른 신앙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영성체 후 묵상

청소년 시기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직 않은
시간이기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쉬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란하실 때 조
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한 장소로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자비하신 하느님의 따스한 위로
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총과 지혜를 청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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