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어린이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 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신부님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

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99 다해) 2016년 1월 3일 주님 공현 대축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이사야서 60,1-6

* 화 답 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2독서 : 에페소서 3,2.3ㄴ.5-6

* 복   음 : 마태오 2,1-12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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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Word Search<Birth of Jesus>
           성경 단어 찾기 퍼즐 <예수의 탄생>

     

D C J O S E P H

L O R D Y R A M

R F A T H E R T

O A N H V S I A

W I G O U R R E

G T L S I I S R

O H E P O H T G

D J S T A B L E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ngles, Faith, Father, God, Great, 

Hope, Jesus, Joseph, Lord, Love, 

Mary, Spirit, Stable, World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angel [ɪndƷl] 천사

*faith [feɪθ] 신앙, 믿음

*Father [fɑ:ðə(r)] 아버지, 하느님

*God [gɑ:d] 하느님

*great [greɪt] 큰, 대단한

*hope [hoʊp] 바라다 희망하다

*Joseph [dƷóuzəf]요셉

*Lord [lɔ:rd] 하느님

*love [lʌv] 사랑

*spirit [spɪrɪt] 정신, 영혼

*stable [steɪbl] 안정된, 안정적인

*world [w3:rld]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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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현리 성당 주임 이종찬 라우렌시오 신부님

                   

 + 찬미 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머나먼 여행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분을 찾았고, 긴 여행 동안 많은 어려  

 움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기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걸어왔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곁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2016년의 첫 주일이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새해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과 혹시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2016년은 

그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o^

금빛은빛교리시간

      

          
            
            
     
  
               128. 동방박사의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➀ 황금-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 유향-왕이라 고백, 몰약-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사람임을 고백

        ➁ 황금-지혜와 총명, 유향-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 몰약-왕이라 고백

        ➂ 황금-왕이라 고백, 유향-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 몰약-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사람임을 고백

        ➃ 황금-왕이라 고백, 유향-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 몰약-지혜와 총명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11/29

                             정답 & 당첨자                        

방탕, 만취, 근심, 덫, 모든4번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5 이민지 카타리나 / 동명동3 이혜인 안나

양양4 윤정빈 미카엘 / 노암2 임현진 효주아녜스 / 노암4 임유빈 대건안드레아

솔올4 심소현 율리아나 / 솔올6 최승민 세례자요한/ 솔올4 조연수 안젤라

솔올6 김나현 플로라 / 솔올5 권용찬 라파엘/ 솔올3 권나현 가브리엘라 / 솔올3 김채현 루피나  

홍천 함솔비 엘리사벳 / 홍천2 이도연 임마누엘 / 홍천5 김가현 대데레사

 만천4 최호영 레오 / 만천1 최호준 마카리오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 거두리1 이승연 클라라 / 거두리4 김보민 소피아

거두리2 김경민 루피나 / 거두리3 신채원 베로니카

스무숲4 이승재 미카엘 / 스무숲5 이은채 로사 / 스무숲2 김래현 보나 / 스무숲 유치부 박민정 

스무숲2 김학준 야고보 / 스무숲2 홍은의 미카엘라

애막골5 이진명 클라우디오 /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녜스 / 애막골2 이서연 클라우디아

애막골3 김예원 에스텔 / 애막골2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3 조경준 발렌티노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 애막골2 변재민 라파엘

죽림동6 최현 오상비오 / 죽림동 유치부 여선민 안젤라 / 김화3 이현정 데레사

원통6 윤승민 사도요한 / 원통3 윤정은 마리아/ 철원5 남희승 로사/ 청평2 김태영 이스베리카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➂
옛날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태양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태양과 황금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찬연히 빛날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 어느 나라에서든지 금은 곧 신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탈출기 25장에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장막 건립에 관한 하느님의 지시가

세세히 적혀 있는데, 계약의 궤와 그 위의 속죄판, 그리고 양편의 케루빔 등이 모두 순금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황금은 ‘임금의 상징’이 되어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의 선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종교 행사에는 향을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향은 여러 가지 나무의 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태우면 좋은 향기가 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향의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듯 우리들의 기도도 하느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신 그리스도께 기도와 찬미를 바치는 마음으로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죽은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를 바치다니,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실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예언하는 예물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과 영광은 바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희생 정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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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유다 땅 (           )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   )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    )가 나와 내 백성 (      )을 보살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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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