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여러분!

미사 시간에는

읽지 않아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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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편지 :: 복음 말씀

말씀 콕콕 / 일주일의 작은 약속

연중 제2주일1월 17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해설자: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보며 말하였다.

어린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신부님: ‘라삐’ 는 번역하면 ‘스승님’ 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어린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 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다.

신부님: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 는 ‘베드로’ 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예수님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약속이랍니다!

비닐 봉투
사용 줄이기!

출처/글:가톨릭출판사 신앙학습지<소년>, 삽화:바오로딸콘텐츠

말씀 콕콕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형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해요. 시몬을 눈

여겨본 예수님은 시몬에게 케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

어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 새 이름을 받고 하

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ㆍ 나의 수호성인을 알아봐요.

ㆍ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청하는 기도를 해요.



김영태 시몬 신부
현리성당 주임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3 

신부님의 편지 ::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선물 팡팡~~ 금빛은빛 퀴즈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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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주관식)

( )

3.  메시아의 번역으로 올바른 것은?

①  그 리 스 도      ②  순 교 자      ③  바 리 사 이      ④  사 두 가 이

                                          1번: 느낀 점 / 2번: ② 연중 / 3번: ④ 비둘기

선물 팡팡~~ 금빛은빛 퀴즈

1월 10일자  정  답

찬미 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일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

아온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입니다.

안드레아가 증언하는 메시아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

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메시아’ 라 하면 특히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던 다윗 왕 시대를 재현할 인물입니다. 다윗왕처럼 힘 있는 임

금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길 기다린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 불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다윗의 후손

이어야 하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며, 미리 엘리야가 등장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복음

에서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오랜 시간 만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묵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금빛은빛 친구들도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고 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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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부님과 함께하는 똑똑 교리

지난 퀴즈 정답ㆍ정답자

1월 3일자 퀴즈 정답 및 정답자

1번: 복음말씀 느낀 점 / 2번: ④ 유다 / 3번: 황금, 유향, 몰약

주문진성당    김에스더 노엘라, 송지인 안나

                  송샛별 프란치스카

솔올성당       이예찬 필립보네리, 서이경 스텔라

                  서지완 안드레아

우두성당       이시언 토마스모어

스무숲성당    홍예림 마리아

초당성당        권민결 마르코

입암성당        김도연 스텔라

퇴계성당        김래이 빅토리아

노암동성당      김준성 티모테오

만천성당          신준식 베드로, 신홍주 바실리아

※ 본당, 학년, 이름, 세례명 쓰는 것 잊지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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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과 함께하는 똑똑 교리

신부님! '주교님'은 어떻게 뽑아요?

바오로: 신부님! ‘주교님’은 어떻게 뽑아요?

신부님: 주교로 뽑히는 건 교황님이 주교로 임명할 수도 있고, 교회법에 맞게
뽑힐 수도 있어. 선택된 주교는 교황님께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보통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그 교구에서 주교에 적합한 신
부님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교황청에 보낸다고 해. 그럼 교황님이 계신
이탈리아의 바티칸에서 여러 주교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갖지.

바오로: ‘주교님’이 쉽게 뽑히는 게 아니네요!

신부님: 교회법에 주교님이 되려면~ 확고한 신앙을 가졌으며 좋은 평판을
받는 자, 35세 이상으로 사제품을 받은 지 적어도 5년이 지난 자
등이라고 나와 있어.

바오로: 주교 후보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 같은데요??
김주영 시몬 주교님께 더 큰 축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출처/글:가톨릭출판사 신앙학습지<소년>,사진:문화홍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