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2 가해) 2017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화 답 송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복   음 : 루카 2,16-21

해설자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어린이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신부님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루카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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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Children, Christ, Church, Class, 
Family, Holy, Jesus, John, Parents, 

People, School, Sunday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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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tʃíldrən] 아이들

*Christ [kraist] 예수그리스도

*church [ʧəːrʧ] 성당, 교회

*class [klæs] 수업, 계층

*family [fǽməli] 가족, 가문

*parent(s) [pέərənt] 부모

*people [píːpl] 사람들

*school [skuːl] 학교

*sunday [sΛndei] 일요일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현리 성당 주임 이종찬 라우렌시오 신부님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니 설렘이 더욱 큰 것  
 같아요. 물론 걱정도 있지만요.
 2017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은 사라지고 기쁜 일들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목동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시는 성모님을 만나지요. 성모님께도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모님도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지 못하셨지만,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묵묵히 예수님의 길에 함께 하시지요.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실히 예수님을 돌보셨고, 그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해도 성실히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미사에서는 신부님의 강론을 잘 듣고, 생활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금빛은빛교리시간                                       

                          
                    

        
        
                 
                   
              18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사를 어떤 언어로 집전했었나요?

                      ➀ 이태리어    ➁ 히브리어   ➂ 라틴어   ➃ 영어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➂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이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자국어로 성경을 보고, 성가를 만들어 부르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또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벽면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즉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봉헌했지만, 현재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가책의 몇몇 성가를 살펴보면 아직도 라틴어 성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
 

1. (   )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몸에 잉태된 아기는 (      )
 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마태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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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주문진4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6 이민지 카타리나  

솔올1 이은지 로사 / 솔올1 김서율 베로니카
 솔올3 배상훈 알비노 / 솔올3 이은채 아녜스 / 솔올4 조수민 미카엘라

노암동3 임현진 효주아녜스 / 노암동5 임유빈 대건안드레아 
양양2 노의진 에스텔 / 양양4 노형진 예로니모 / 교동 유치부 최위성 바오로

교동2 최효정 소피아 / 교동5 박하빈 루시아 / 교동6 박재민 사도요한 
거두리2 이승연 클라라 / 거두리3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3 박영서 가브리엘라
거두리3 김경민 루피나 / 거두리5 김보민 소피아 / 거두리6 한승훈 다미아노

스무숲 유치부 김민종 안토니오 / 스무숲2 김송현 레온시아 / 스무숲2 김시원 경환프란치스코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 스무숲3 김래현 보나 / 스무숲3 홍은의 미카엘라

애막골 유치부 김서윤 첼리나 / 애막골6 이진명 클라우디오
애막골3 이서연 클라우디아 / 애막골3 변재민 라파엘 / 애막골3 조혜인 로사리아
애막골4 김예원 에스텔 / 애막골4 조경준 발렌티노/ 애막골5 박도은 효주아녜스  
퇴계3 김윤지 아가페 / 퇴계3 최은도 스콜라스티카 / 퇴계3 전민경 세라피나

후평동2 최재은 젬마 / 갈말5 이필규 마티아 / 내면5 박수영 리베라요한 
철원 류하린 마리아 / 철원5 서승주 프란치스카 / 원통6 한효성 도미니꼬

   만천1 신홍주 바실리아 / 만천3 용진서 가브리엘라 / 만천4 하현주 스텔라
포천3 구송현 엘리사벳 / 포천4 구서현 사비나

죽림동1 오병준 프란치스코 / 운교동1 한소희 그라시아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천주교 춘천교구 사목국 성경부 4복음서편 예상문제집 >

http://youth.cc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