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

5월 31일·청소년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성가

135 살아계신 주 성령

예물 준비 성가

18 푸르른 시냇가의 / 88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영성체 성가

34 사랑이 없으면 / 111 나의 사랑 예수님

파견 성가

137 오소서 성령이여

입당 전

하느님의 어린양!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을 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세요. 또한 세상에 하느님을 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지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기쁘게 맞이하
며, 오늘 미사를 시작해 보아요.

말씀 전례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
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지요. 우리 곁에 함께하시는 성령을
느끼며, 복음에 귀 기울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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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려요.
온유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구 신자들이 주님을 향
한 굳센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보호자이신 주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정의의 빛을 밝히는 참된 수호자가 될 수 있게 은

초등부 미사해설

총 내려 주세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위로자이신 주님,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병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저희를 바른길로 이끄시는 주님, 꿈을 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중고등부 미사해설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
자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덕분에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숨’이란 무
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뜻해요. 이 성령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
명을 얻게 되었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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