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5월 16일

입당 전
그리스도의 평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오르신 것을 기념
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

오늘의 성가

며,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
습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입
당
222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물 준비
301 주여 우리는 지금
219 예수 내 작은 기쁨

말씀 전례 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

영 성 체
6 거룩하신 성사여
195 아름다운 장미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파
견
145 사랑하올 어머니

들으며 잘 생각해 봅시다.

독서 / 복음
제1독서
사도 1, 1-11
제2독서
에페 1, 17-23
또는 4, 1-13 또는 4, 1-7. 11-13
복
음
마르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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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리스
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복음 말씀을

보편 지향 기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선교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하소서.
언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공익적
인 정보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시대의 참된 소리가 되게 하소서.
소방관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고된 일과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저희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
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당부를 남기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더 커다란 품으로 안으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
로, 이번 한 주간 더욱 열심히 하늘 나라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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