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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레위기 19,1-2.17-18

* 화 답 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제2독서 : 코린토 1서 3,16-23

* 복   음  : 마태오 5,38-48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어린이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신부님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마태오 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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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Love your neighbor>

성경 단어 찾기 퍼즐

 

                           
    
                 

*father [fάːðər] 아버지 *mother [mΛðər] 어머니 *promise [prάmis] 약속하다

*honor [άnər] 경의 *neighbor [néibər] 이웃 *protect [prətékt] 보호하다

*life [laif] 삶, 생명 *parent [pέərənt] 부모 *stealing [stíːliŋ] 몰래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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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 O T H E R O

E L C G H Y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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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 R O T E C T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Father, God, Honor, Life, Love, 

Mother, Neighbor, Obey, Parents, 

Promises, Protect, Stealing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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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군종교구 전산담당 강재원 미카엘 신부님

찬미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주위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에   

친구를 미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미워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지만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쉽게 그 친구  

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마음을 안 좋게 짓눌렀던 앙금이 다 풀린 기분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지요. 

그러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왠지 말하기가 어렵고, 싫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었으

면 좋겠어요.

  금빛은빛교리시간                             

                          
                    

        
        
       
                89. 에페소서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무기를 뜻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➀ 진리의 허리띠
          ➁ 의로움의 갑옷
          ➂ 믿음의 방패
         ➃ 황금 화살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➃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에페 6,11-17)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   )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마태오(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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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1-말씀3, 유혹2-말씀1, 유혹3-말씀2
  주문진4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6 이민지 카타리나 

솔올3 배상훈 알비노 / 솔올4 조수민 미카엘라 / 진부3 김명근 니꼴라오

 교동5 박하빈 루시아 / 교동6 박재민 사도요한 / 원통6 한효성 도미니꼬

   거두리2 최수아 안나 / 거두리3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6 한승훈 다미아노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 스무숲 유치부 이성진 그레고리오 / 스무숲 유치부 홍예림

스무숲2 김시원 경환프란치스코 / 스무숲3 김래현 보나 / 스무숲3 홍은의 미카엘라

스무숲5 홍준표 다니엘 / 퇴계3 김윤지 아가페 / 애막골3 변재민 라파엘 

 만천3 용진선 가브리엘라 / 만천5 용진주 라파엘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빌라노바 / 죽림동1 오병준 프란치스코 / 죽림동1 박자희 크리스티나

  예물, 폐지, 빛, 완성, 소금, 자녀, 선인, 등불, 의로움, 사랑, 화해, 행실, 아버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 의로운 이, 완전.

*너희는 원수를 (    )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   )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     )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   )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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