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학년

반 번호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0.1~18)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략)...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②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③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④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상황
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
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②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③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
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④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생각과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학년

반 번호

이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상해서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볼까요? (말주머니로 대화를 표현해도 돼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부활은 (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