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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부분을 복사하여 교리 시간 전후에 사용하거나, 예수 성심 성월 교리 시 활용해 보세요.

�퍼즐 사용법

1. 학생들과 두 그림을 비교한 뒤 다른 부분을 찾아봅니다.  

2. ‘배우며 가르치며’를 참고하여 예수 성심과 예수 성심 성월에 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3. 우리에 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배우며 가르치며>

예수성심성월
‘예수 성심’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인간에 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기 위해 6월

을‘예수 성심 성월’로 삼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

랑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 성심께 한 공경이 체계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성

모 방문 수녀회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 수녀에게 전해진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에서 비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에게 무려

70여 회나 발현하시어 예수 성심에 한 신심을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알라코크 성인이 이 환시 체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② 예수 성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사랑

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갈망하신다. ③ 예수 성심에 한 신심은 세상의

죄악을 배상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 성심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모시

고 성시간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신다. ④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

을 제정하여 지내라. 

이후 교회가 알라코크 성인이 받은 계시를 인정하

면서 예수 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특히 교황 비오 9세는 예수 성심 축일을 전 세계 교

회의 축일로 확 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전 인류

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 으며, 예수 성심 축일을

축일로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예수 성심 성월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

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신심 행사에 적극 참

여해야 합니다. 그중 성시간은 겟쎄마니에서 예수

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한 시간 동안 묵상하는 것으

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마태 26,

40)라고 하신 말 에 근거하여 시작된 신심 행위입

니다. 또한 교회는‘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

는 기도’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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