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하기

학습목표
- 자기소개를 하면서 교리반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

진행방법
- 처음 교리반에 오면 학생들이 낯설어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기 소개하기를 적고 발표함으로써 서로 이름도 알 수 있고 친
구들끼리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자기소개와 함께 개인 사진을 붙임으로써 책의 분실도 방지
할 수 있고, 각자 준비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
질 수 있다. (사진은 가급적 증명사진이 아니라 여행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준비시킨다.)
- ‘자기소개하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여 다음 교
리시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자기소개하기
- 예시답안
안녕?
나는 마르코야.
나는 야구를 좋아해.
나는 커서 신부님이 될 거야.

1. 성호경

십자 성호 十字聖號 [라]Sigum crucis [영]Sign of the cross
성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시이
다. 십자 성호를 그음으로써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인 구
원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십자 성호에는 미사 중 복음을 듣기 전에 하는 ‘작은 십자 성호’, 미사와 기도
의 시작과 끝에 하는 ‘큰 십자 성호’, 사람과 사물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강복’등이 있습니다.

Ⅰ. 종류와 변천
십자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전형적인 그리스도교의 양식입니다. 자신의 소유임을 다른 이
에게 알리기 위하여 날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관습이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노예들은 이마에 자
기 주인의 표지를 새겨야 했었습니다. 에제키엘서 9장 4-6절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여기에서 ‘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철자 “타우”()ת인데, 이 철자는 본래 십자 형태였으므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소유물임과 구원에 연결 지어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이 요한 묵시록 7장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비 신자들의 이마에 십자표를 긋는 것은 교회 초기부터 입문 예식에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어린이 세례
예식과 어른 입교 예식에는 부모와 대부 대모 또는 교리 교사와 후견인도 주례자 다음으로 영세자나 예비 신
자의 이마에 십자표를 그을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이마에 하는 소유물의 표지인 십자표로 당사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악신을 몰아
내는 십자가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표 특히 자신이 스스로에게 십자표를 하는 것은 축복
의 행위이며, 성수를 찍어 십자 성호를 그음으로써 더욱 강화됩니다.
십자 성호가 교회 예식에 도입된 시기는 2세기경이었는데, 당신의 입교 예식에는 주례자가 예비신자의 이마
에 십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4~5세기경부터 사제가 오른손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12세기부터는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를 그리는 형식이 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십자 성호’는 9세기경 신자들만 이마에 십자를 그었습니다. 그 후 신자들과 복음을 읽는 부제가 이마
와 가슴에 십자를 긋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양식은 12세기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과 도미니코회 등
에서는 복음 봉독 후에도 십자를 그었습니다. 이 십자 성호는 복음 말씀을 믿고(이마), 고백하며(입), 실천한다
(가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이마), 고백하고(입), 마음속에 보존한다(가슴)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로마 미사 전례 총지침≫에는 복음 봉독자만 십자를 긋도록 되어 있는데, 신자
들도 함께 긋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고 고백하며 실천하겠다는 십
자 표시의 본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큰 십자 성호’는 전례 안에서 특히 시작 예식으로서 여러 경우(미사, 성사, 준성사, 시간 전례 등)에 사용되
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십자 성호는 5세기경에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넘어가
는 그리스식 십자 성호가 사용되었으나, 13세기부터 서방 전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라틴식
십자 성호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초기에는 3개의 손가락으로만 십자 성호를 그었으나, 현재 서방교회에서는
엄지와 작은 손가락들을 함께 모아 십자가를 긋고, 동방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성
이 있다는 의미로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모아 십자가를 긋습니다. 십자 성호를 하면서 성삼위의 호칭을 부르는
것(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은 중세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례 ∙ 개인기도 ∙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 성삼 기도문은 초기의 세례 신앙 고백문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Ⅱ. 의 미
현재 십자 성호는 기도나 전례를 시작하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이름으
로 시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1코린 10, 31 ; 콜로 3, 17)에 부합하기 때문입니
다. 또한 십자 성호는 미사의 시작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사는 인간 구원을 이룬 십자가 제사
의 재현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제사를 시작하면서 신자들은 십자 성호로 제사를 바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성부 ∙ 성자 ∙ 성령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이며, 신자들은 이 신앙의 핵심 행사를 시작하면서 세례 때에 고백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신앙의 신비를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도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사 끝에도
비슷한 마음의 자세로 사제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내리는 강복을 받으면서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그러므로 십
자 성호가 지닌 상징성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시가 우주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입니
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기에 앞서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성호가 우리를 다스려 마음과 뜻을 하느님께로 돌
려주기 때문이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성호를 긋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바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서이다. 유혹을 당할 때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도록, 위기에 처할 때면 우리를 감싸 주시도록, 축문을 외울

때면 하느님 생명의 풍만함이 우리 영혼에도 온갖 결실과 강복으로 채워 주시도록 성호를 긋는 것이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학습목표
- 성호경을 긋는 방법을 익혀서 기도하기 전에 성호경을 그을
수 있다.

경험
- 여러 가지 손의 쓰임새에 대해 제시하였다.
-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따라 읽을 수 있도
록 한다.
- 여러 가지 손의 쓰임새 중에서 “기도손”이 예쁘고 중요함
을 알려준다.

손이 하는 일을 말해 보아요.
-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유치원과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손이다.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교재에 제시된 네 가지 이 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예시답안 : 양치를 해요. 박수를 쳐요. 세수를 해요.

메시지
- 기도손을 색칠하는 부분이다.
- 예쁘게 색칠하면서 “기도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다.
- 올바른 손의 모양을 익히자.
- 배경 부분에는 예쁜 아이콘도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깨달음
- 기도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도인 성호경을 긋는 방
법을 배워보자.
- 교사는 학생 한 명씩 손을 잡고 올바른 성호 긋는 방법을
알려준다.
- 모두가 잘 하게 되면 다 함께 천천히 성호를 그어본다.
- 성호를 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을
큰소리로 하도록 지도한다.
- 왼손의 바른 자세도 함께 지도한다.

응답
- 기도하는 때를 이야기한다.
- 학생들이 겪는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그림을 보
면서 무슨 그림인지 언제 기도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학생들이 기도문을 외우기란 쉽지 않다. 오늘 배운 성호경으
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언제 성호경을 그을까요?
- 학생들과 함께 언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고 발표할 수 있도
록 한다.
- 여행갈 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