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신부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어린이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신부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어린이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신부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87해) 2015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지혜서 7,7-11

*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제2독서 : 히브리서 4,12-13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르코 10,21) 



Bible Word Search <The Rich Man>
성경 단어 찾기 퍼즐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G K H O N O R D

I I R M O N E Y

V N E V A E H E

E G H L D S T R

R D T S D R O A

O O A A I E M C

O M F C A M E L

P D H Y D E E N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Camel, Care, Deeds, Father,

Give, Heaven, Honor, Kingdom,

Money, Mother, Needle,

Needy, Poor, Rich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Camel[kǽməl] 낙타

*Father[fάːðər] 아버지

*Kingdom[kíŋdəm] 왕국

*Needle[níːdl] 바늘, 주사

*Rich[riʧ] 부자의, 부유한

*Care[kεər] 보살피다, 돌보다

*Heaven[hévən] 천국, 하늘

*Money[mΛni] 돈, 자금 

*Needy[níːdi] 가난한, 빈곤한

*Deed[diːd] 행위, 행동

*Honor[άnər] 명예, 영광

*Mother[mΛðər] 어머니

*Poor[puər] 가난한, 빈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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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죽림동 성당 보좌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참 좋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하느님 나

라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에도 너무 무거운 물건들

을 가져갈 수 없지요? 하느님 나라는 물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가벼워야만 해요. 오직 하느님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답답하고 화가 나지요? 그럴 때면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만 나고 머릿속이 온통 그 무언가로 가득 차있겠지요?

그럴 때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

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나누어 봐요. 그러면 마음이 참 홀가분해질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나누어 주는 준비가 필요해요. 내 것 말고, 남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눔을 찾아보고 꼭 실천해 보세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17. 묵주기도의 4가지 신비 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신비는 무엇인가요? 

                ➀ 환희의 신비                ➁ 고통의 신비

                ➂ 영광의 신비                ➃ 빛의 신비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9/6

                             정답 & 당첨자                        

놀라서,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 말 못하는 이들,

astonished, well, the deaf, (the) mute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녜스

애막골4 신영욱 라파엘 / 애막골4 신영애 라파엘라 / 애막골3 유현서 크레센시아나

애막골3 안민규 가브리엘 / 애막골5 안태경 사도요한 / 애막골3 김예원 에스텔

애막골2 문태식 안셀모 / 애막골 유치부 문태환 아도 / 애막골2 조혜인 로사리아

애막골3 조경준 발렌티노 / 스무숲2 김래현 보나 / 스무숲2 홍은의 미카엘라

김화5 박정민 요셉피나 / 김화4 김민정 엔나타 / 김화 유치부 김은정 플로라

교동5 박재민 사도요한 / 교동4 박하빈 루시아 / 퇴계2 최윤영 베아트리체

솔올2 김나경 클라우디아 / 솔올4 김나혜 세라피나 / 솔올4 심소현 율리아나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5 이민지 카타리나 / 청평2 김태영 이스베리카

원통5 한효성 도미니꼬 / 묵호 유치부 권은아 수산나 / 홍천2 이도연 임마누엘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 거두리2 박시후 다니엘 / 거두리4 김보민 소피아 

거두리2 김경민 루피나 / 진부2 김명근 니꼴라오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➀
환희의 신비는 묵주기도의 네 가지 신비 중 첫 번째 신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기쁨에 관한 내용으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등의

5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365일 교리 I.Q.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

*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너에게 (      )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      )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    )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      ).”
*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에서 밑줄 친 단어를 

뜻하는 영단어는 무엇인가요?

  ➀ Needle        ➁ Camel        ➂ Kingdom        ➃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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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