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일·5월 26일

부활 제6주일

입당 성가

80 축 부활

예물 준비 성가

11 어린 백합화 / 19 주님은 나의 목자

영성체 성가

32 우리와 함께 주여 / 122 사랑한다는 말은

파견 성가

83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자 청소년 주
일이에요. 청소년 시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때예요. 하
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청소년 중에는 불행한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청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세
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기 위해서지
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호자 성령께 감사하며, 조용히 복음에
귀 기울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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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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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려요.
빛이신 주님,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니, 어
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따르는 북한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자
유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그들의 외롭
고 힘든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 속
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구원이신 주님,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노숙
인들이 하루빨리 따스한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자리를 찾아 좀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자
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예비 신자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
와주시고, 매일 크고 단단한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
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려 주신 계
명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빈껍데기와 같아
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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