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어린이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이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신부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79해) 2015년 8월 16일 연중 제20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잠언 9,1-6

* 화 답 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제2독서 : 에페소서 5,15-20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바오로딸 콘텐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 영어로 읽는 복음말씀 ➷➹➸➷➹➸ 

Jn 6,52-58 The Bread of Life Discourse

The Jews quarreled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Jesus said to them,

“Amen, amen,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do not have life with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on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have life

because of the Father, so al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have life because of me.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Unlike your ancestors who ate and still died,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quarrel [kwɔ́ːrəl]  ① 싸우다 ② 다투다 ③ 언쟁하다  

*unless [ənlés] ① …하지 않는다면 ② 제외하면 ③ …한다면 모를까  

*remain [riméin] ① 남다 ② 머무르다 ③ 살아남다 ④ 체류하다 

*unlike  ① …와는 달리 ② 닮지 않은  

*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샘밭 성당 주임 신정호 모세 신부님

  

  찬미 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미사할 때나 성당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아무리 장난이 심한 사람이라도 조금은 더 조심하게 되

어있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첫영성체한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예수님을 나의 몸 안에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체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만 내 안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많이 아쉬워하시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10. 미사의 성찬례 중에, 사제가 성작에 물과 포도주를 섞는
              동작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➀ 포도주가 너무 진하므로 농도를 낮추기 위함
          ➁ 그리스도와 인간의 일치
          ➂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➃ 그리스도의 봉헌과 우리의 봉헌이 합해져 봉헌됨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7/12

                             정답 & 당첨자                        

집, 증거, 먼지, house, dust, testimony

포천3 구서현 사비나 / 철원4 유지민 바오로 / 초당4 함태경 글라라

노암동4 임유빈 대건안드레아 /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5 이민지 카타리나

진부2 이준서 미카엘 / 진부4 심재훈 마르티노

교동5 박재민 사도요한 / 교동4 박하빈 루시아 / 홍천1 김성태 대건안드레아

홍천5 김가현 대데레사 / 홍천 유치부 허고든 헤드비제 / 홍천2 이도연 임마누엘

양덕원6 권이나 이나 / 양덕원5 권시라 시라

원통3 황다영 젬마 / 원통6 황성현 레오

애막골5 이진명 클라우디오 /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네스 / 애막골4 채현희 보나

애막골2 이서연 클라우디아 / 애막골3 조경준 발렌티노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 애막골2 조혜인 로사리아

 퇴계3 김지윤 그라시아 / 퇴계 최은도 스콜라스티카

스무숲2 김래현 보나 /스무숲2 홍은의 미카엘라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 청평2 김태영 이스베리카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①

성찬의 전례를 시작할 때에 사제들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금 큰 제병을 얹은 성반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뭐라고 기도도 하고,

성작에 포도주와 물을 섞어 넣고는 다시 무슨 기도를 합니다. 

어느 미사를 가더라도 꼭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게 될 제물을 준비하고 봉헌하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중에 성작에 먼저 포도주를 붓고 약간의 물을 섞는 것은,

위의 보기들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포도주가 너무 진해서 농도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 365일 교리 I.Q.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

* (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 “내가 (             )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     )을 얻지 못한다.“

* “(            ),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             ) and drink his blood, 
you do not have (     ) within you.”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http://youth.cccatholic.or.kr ‘금빛은빛 퀴즈방’에 정답을 남겨 주세요. 
     본당과 학년, 이름과 세례명을 꼭 써 주세요. 예쁜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주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