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5월 31일·청소년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성가

236 오소서 성령이여

예물 준비 성가

300 주여 나의 몸과 맘 / 168 성령이여 햇살같이

영성체 성가

262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 238 온 땅 위에 노래가

파견 성가

166 성령 송가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자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에 힘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갑시다. 또한 청소년인 우리 모두를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합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어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용
기를 얻었는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 사도 2, 1-11
제2독서 : 1코린 12, 3-7. 12-13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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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요한 20, 19-23

이달의 성인

보편 지향 기도
우리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교구가 언제나 신자들
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
랑을 실천하며 일치된 믿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수호자이신 주님,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경찰관들에게 몸
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초등부 미사해설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변 사람들과 기
쁨을 나눌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청소년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청소년들
이 언제나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참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힘입었기 때문입니
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총
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
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호자이신 성령을 보
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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