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등 부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5월 16일

입당 전
그리스도 우리의 빛! 어린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
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하늘 나라에서 항상

오늘의 성가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
리며, 오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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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례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명령을 내리신 뒤 하늘로 올라
가셨어요.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 그날의 일을 전해 주는 오늘 복음 말씀을 주의 깊
게 들어 보아요.

보편 지향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려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니,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희생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정의로우신 주님,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니, 이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
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정의로운 마음으로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결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이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
한 사랑의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가정을 본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은총이신 주님,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니, 주님께 시간과 노력을 봉헌한
저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세요.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
상에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을 열심히 전하기로 약속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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