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부활 제6주일
5월 9일

입당 전
찬미 예수님! 청소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
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교회는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내며 성모님을

오늘의 성가
입
당
111 맑은 하늘 오월은
예물 준비
121 받으소서 우리 마음
259 자모신 마리아
영 성 체
137 사랑의 신비
339 푸르른 시냇가의
파
견
127 부활송가

독서 / 복음
제1독서
사도 10, 25-26. 34-35. 44-48
제2독서
1요한 4, 7-10
복
음
요한 15,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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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공경합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항상 따스
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앙의 어머니 성모님께 전구
를 청해 봅시다.

말씀 전례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계명을 꼭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오늘 복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보편 지향 기도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빛이신 당신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하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복음의 참의미를 깨닫
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가정불화를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 가정에 평화의 은총을 내리시어 갈
등을 멈추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족들의 마음을 당신의 따스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소서.
주일학교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함께 주일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체험한
당신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소서.

영성체 후 묵상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친구들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믿고 따른다면 그
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감정들을 언젠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성장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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