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5월 24일·홍보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당 성가

2 가자 갈릴래아로!

예물 준비 성가

282 주님께 모두 드려요 / 214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영성체 성가

290 주님의 작은 그릇 / 197 아무것도 너를

파견 성가

1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입당 전

그리스도의 평화!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 주일입니
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굳건한 신앙을 지닌
참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당부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에 귀 기
울여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사도 1, 1-11
제2독서 : 에페 1, 17-23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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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마태 28, 16-20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교회의 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의 진리를 탐구
하는 그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신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
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는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

초등부 미사해설

록 바른 양심과 굳센 용기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따돌림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따돌림을 받아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모든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친교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 은총을 청하는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가 굳건한 믿
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
하게 하소서.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임무를 모두 완수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
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뒤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루셨던 모
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
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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