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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편지 :: 복음 말씀

인권 주일, 함께 기도해요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12월 6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해설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어린이: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신부님: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린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신부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출처/기도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인준

오늘은 인권 주일을 맞아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쳐요!

인권 주일, 함께 기도해요

생명을 위한 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붇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송준호 요한 신부
교동성당 보좌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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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의 편지 ::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선물 팡팡~~ 금빛은빛 퀴즈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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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하며 세례자 요한에 대해
예언하였던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①  에 제 키 엘      ②  이 사 야      ③  예 레 미 야      ④  아 모 스

3.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것으로 복음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낙 타 털  옷      ②  가 죽 띠      ③  베 짱 이      ④  들 꿀

                                          1번: 느낀 점 / 2번: ① 빨강 / 3번: ③ 깨어 있어라

선물 팡팡~~ 금빛은빛 퀴즈

11월 29일자  정  답

출처/삽화ㆍ사진:
바오로딸콘텐츠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학교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기 전에 운동장에 있는 돌을 주워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학교 운

동장에 잔디가 깔려있는 곳이 많지만, 신부님이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법 큰 돌멩이도 있곤 해서 달리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
도록 운동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곤 했었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 놓았다.” 는 이
야기를 들었는데, 길을 닦아 놓는다는 말이 바로 운동장의 돌을 고르는 것과 비슷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
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하고 예언했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
이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귀족이나 임금님이 지나
갈 때 ‘물럿거라!’ 하면서 앞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라는 표현에 딱 맞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편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이번 대림과 성탄을 계기로 성당에 데려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혼자서만 성탄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우리 친구들의 노력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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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초

지난 퀴즈 정답ㆍ정답자

11월 22일자 퀴즈 정답 및 정답자

1번: 복음말씀 읽고 느낀 점 / 2번: ① 염소가 왼쪽, 양이 오른쪽 / 3번: ① 망토 절반

주문진성당   송지인 안나, 송샛별 프란치스카

                  이시윤 마틸다, 이하윤 마르치아

                  김에스더 노엘라

청호동성당   노유담 플로라, 노유현 스텔라

                 조한율 마르첼리노, 정운제 라파엘

만천성당     신준식 베드로, 신홍주 바실리아

스무숲성당    홍예림 마리아

솔올성당      서이경 스텔라, 서지완 안드레아

                   이예찬 필립보네리

홍천성당      심규석 베드로, 심규범 바오로

초당성당      권민결 마르코, 최예슬 안젤라

교동성당      유수빈 헬레나

우두성당       이시언 토마스모어

퇴계성당      김래이 빅토리아

소양로성당    탁은솔 보나, 조정식 요한, 정해성 야고보

                  권순범 안드레아, 최경희 경이아가다

양양성당       김민하

입암성당       김근영 토마스

묵호성당       권은비 안나, 권은아 수산나

임당동성당    장수희 보나

출처/글:
가톨릭출판사 신앙학습지<소년>, 

사진,그림:
바오로딸콘텐츠

누리보듬마당 <대림초>

대 림 초

찬미 예수님!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성당 제대에 대림초를 켜는 걸 보죠? 근데 우리 친구들 대림초를 보면서 

‘답답하게 왜 하나씩 켤까? 한 번에 다 켜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림초가 몇 

개인가요? 4개죠. 네 개의 초 색깔이 모두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에 신부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기로 

해요!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짙은 보라, 연보라, 장미, 흰색으로 구성된 네 개의 대림초를 켜곤 해요.

이 대림초는 각각의 색깔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귀찮다고 네 개를 한꺼
번에 다 켜 버리면 그 의미를 기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차례대로 켜야 하는 것이랍니다.

대림 제1주일에는 진한 보라색 초를 켜기 시작하고, 점점 밝은색 초를 켜 나가요.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추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
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 퀴즈 정답자 선물은 12월 중에 보내드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ccatholic.or.kr)의 주

일학교→‘금빛은빛 퀴즈방’에 정답을 남기거나, 청소년국(2433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춘천교구청 청소년국)으로 편지 또는 엽서를 보내주세요. 본당, 학년, 

이름, 세례명 쓰는 것 잊지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