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6월 23일

입당 성가

6 거룩하신 성사여

예물 준비 성가

121 받으소서 우리 마음 / 9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영성체 성가

304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107 마음을 열고서

파견 성가

49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입당 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과 피!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마
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
며 오늘의 미사를 시작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풍요롭고 복된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복음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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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부
독서 / 복음

제1독서 : 창세 14, 18-20
제2독서 : 1코린 11, 23-26
복

보편 지향 기도

음 : 루카 9, 11-17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당신께 온 삶을 봉헌한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신부님
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을 사랑의 길로 이끄는 참사제가 되게 하소서.
어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센 파도를 헤치고 꿋꿋이 일하는 어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니, 어부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지켜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
람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 신앙을 잃어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
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굳은 믿음으
로 신앙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보호해 주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언제 어
디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
도를 증언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양식을 모실 준비에 소홀할 때
가 많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하기도 하고, 성체를 영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
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오늘, 앞으로는 예수님을 모시기
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성사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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