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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말씀 ::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마태 10,37-42)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6월 28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

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출처/
가톨릭출판사 신앙학습지<소년>

교황님을 위해 기도해요!

항상 하얀색 긴 옷을 입고, 하얗고 둥근 모자를 쓰고 다니며 

푸근한 웃음으로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누

구일까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지요.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해 알아봤죠?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

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시며 사도들의 대표

로 삼으셨답니다. 이 특별한 권한을 이어받은 분이 교황님이

세요. 오늘은 바로 ‘교황 주일’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교황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교황님을 생각하며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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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의 편지 :: 교황님을 생각하며

                 금빛은빛 퀴즈

찬미 예수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맞아요. 연중 13주일이에

요. 그리고 동시에 ‘교황 주일’ 이랍니다. 근데 왜 하필 오늘이 교황 주

일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1대 교황이셨던 베드로와 교회의 

큰 기둥인 바오로의 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해

마다 이 두 분의 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특별히 ‘교황 주일’ 로 보내고 있답니다.

  교황 주일에는 특별히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히 교황님이시겠지요? 현재 우리의 교황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프란치스코 1세’ 교황님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에 교황이 되신 이후, 하느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TV나 인터넷으로 교황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감동을 받

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교황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황님이 걱정

되기도 한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힘드시지 않을지, 건강은 괜찮으실지, 외롭지

는 않으실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지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라 잘 이겨내실 테지만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황님이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황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드려야 

하겠지요? 교황님이 늘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황님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녕!

1.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난 후,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20자 이상, 너무 짧은 느낀 점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2.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1세 교황님은 몇 대 교황님이실까요?

①  1 대    ②  2 6 6 대    ③  2 6 7 대    ④  2 6 8 대

3.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①  아 르 헨 티 나    ②  룩 셈 부 르 크    ③  소 련    ④  김 화

                                 1번: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20자 이상)

                                 2번: ① 연옥,    3번: ④ 열쇠

선물 팡팡~~ 금빛은빛 퀴즈

6월 21일자
정  답

권오명 요한사도 신부
김 화 성 당  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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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보듬마당

   지난 퀴즈 정답ㆍ정답자

6월 14일 퀴즈 정답 및 정답자

1번: 복음말씀 느낀점 /  2번: ④ 성체-제병(밀가루로 만든 빵), 성혈-포도주 /  3번: ② 성찬의 전례

초당성당    권민결 마르코

교동성당    최효정 소피아

김화성당    김은정 플로라

우두성당    이시언 토마스모어, 이지환 라파엘

퇴계성당    김래이 빅토리아, 최요한 요한사도

만천성당   신홍주 바실리아, 양유빈 아나스타시아

거두리성당  이승연 클라라

스무숲성당  홍예림 마리아

죽림동성당  오서영 글라라, 오병준 프란치스코

한삶의 집   신효빈 마리아 안젤린, 함귀나 마리스텔라

                 이다은 로사, 신동현, 김선경, 진소하, 진소이,

                  김영태, 김희정, 오소연, 오주연, 배준요

교회를 빛낸 성인, 바오로 사도 

출처/
참고: 가톨릭출판사 신앙학습지 <소년>

    그림: 바오로콘텐츠

누리보듬마당

※ 퀴즈 정답자 선물은 7월에 보내드려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ccatholic.or.kr)의 주일학교→‘금빛은빛 퀴즈방’

에 정답을 남기거나, 청소년국(2433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춘천교구청 청소년국)으로 편지 또는 엽서

를 보내주세요. 본당, 학년, 이름, 세례명 쓰는 것 잊지않기!

이름: 바오로

축일: 6월 29일

상징: 서한집, 칼

신분: 사도, 순교자

바
오로 사도는 우리 가톨릭교회의 큰 기둥 중 한 분이지만, 처

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

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박해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박해자로 유명했지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바오로는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답니다. 그 뒤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

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박해자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지요. 바오로 사도는 글쓰는 재주가 아

주 뛰어나서 로마서, 코린토서, 티모테오서 등 여러 서간(편지)을 남겼어요.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의 으뜸

으로서 교회 일치의 시작이 되었다면,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한 모범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두 사도를 본받아 참된 신앙을 갖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

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