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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이사야서 8,23ㄷ-9,3

*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10-13.17

* 복   음 : 마태오 4,12-17

해설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어린이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신부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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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Built, Collapse, Foolish, Ground, Man, 

Obey, Rain, Rock, Sand, Storm, 

Strong, Weak, Wise, Words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Copyright © by Cliff Leitch, The Christian Bible Reference Site, www.ChristianBibleReference.org. Used by permission

*build [bild] 짓다, 만들다

*collapse [kəlǽps]  무너지다

*foolish [fúːliʃ] 어리석은 

*strong [strɔːŋ 강한

*ground [graund] 지상의, 땅

*obey [oubéi] 따르다, 복종하다

*rain [rein] 비

*weak [wiːk] 약한

*rock [rak] 바위, 돌

*sand [sænd] 모래

*storm [stɔːrm] 폭풍

*wise [waiz] 현명한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현리 성당 주임 이종찬 라우렌시오 신부님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춥다고 이불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은 다시 기지개를 펴 가슴을 열고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며 활동을 시

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특별히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가장 먼

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지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희망과 기쁨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방학기간 방에서 뒹굴뒹굴 혼자만 놀지 말고, 친구들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요? “친구야, 노올자~~!!”하고 외치는 소리에 친구들 역시 설렘과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뛰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방학동안 결코 친구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85. ‘미트라(mitra)’란 무엇을 말하나요?
 
                     ➀ 주교가 쓰는 높은 모자   ➁ 교회의 뾰족탑
          ➂ 매우 작은 죄            ➃ 자비의 육체적 실천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➀
미트라(mitra)는 교황, 추기경, 대수도원장, 주교가 의식 때에 착용하는 모자로

‘주교관’이라고 부릅니다. 속에는 두꺼운 종이 등을 넣었고 바깥에는 비단이나

리넨(linen)으로 된 2장의 뾰족한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보통 뒤편에는 2장의 장식용 띠(fringed lappets)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주교관은 금빛 실로 장식한 관(golsen miter), 

장식관(precious mitter), 장식하지 않은 관(simple mitter)이 있고 이 세 가지 주교관은

의식의 장엄도,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장식하지 않는 관은 하얀 비단이나

리넨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 금요일과 장례식에 착용합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이를 물리친 말씀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4,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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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
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➁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➂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말씀)
➀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➁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➂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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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당첨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문진6 이민지 카타리나 / 묵호 유치부 권은비 안나 / 묵호1 권은아 수산나
 거두리3 최수아 안나 /  거두리3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6 한승훈 다미아노
스무숲 유치부 김민종 안토니오 /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 스무숲3 김래현 보나 

스무숲3 홍은의 미카엘라 / 애막골3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4 조경준 발렌티노 
애막골5 박도은 효주아녜스 / 애막골6 이진명 클라우디오 

퇴계3 김윤지 아가페 / 원통6 한효성 도미니꼬 / 철원3 이희은 마리스텔라
    만천3 용진선 가브리엘라 / 만천5 용진주 라파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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