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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창세기 12,1-4ㄱ

* 화 답 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제2독서 : 티모테오 2서 1,8ㄴ-10

* 복   음  : 마태오17,1-9

해설자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어린이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속에서
신부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해설자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신부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오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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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oum] 집, 가정, 고향 *road [roud] 도로, 길 *waste [weist] 낭비하다

*hungry [hΛŋgri] 배고픈 *servant [sə́ːrvənt] 하인, 종 *worth [wəːrθ] 가치있는

*ring [riŋ] 반지, 고리 *swine [swain] 돼지, 야비한 사람 *prodigal [prάdigəl] 방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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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Home, Hungry, Kissed, Merry, Repent, 

Ring, Road, Robe, Servants, Sinned, 

Son, Swine, Wasted, Worthy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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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문화홍보국장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님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 사순 시기 잘 지내고 있지요?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려고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뽑은 제자 세 명 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

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기도 했겠지만, 자기가 따르는 스승

님이 멋진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자랑스럽고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빛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살짝 맛보

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모두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나 희생, 봉사 등을 열심히 실천

하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변하신 장면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냈으면 좋

겠어요.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부활의 기쁨은 더욱 크게 다가 올 것

이랍니다.

 

금빛은빛교리시간                   

                          
                    

        
         
          
         192 고해성사 때 사제가 착용하는 영대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➀ 녹색

          ➁ 흰색

          ➂ 보라색

         ➃ 빨간색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➂
영대(stola)는 주교, 사제, 부제가 장백의 위에 걸치는 좁고 긴 띠를 말합니다. 
영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목도리 또는 
목에 걸치는 손수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대를 걸치기 시작한 시기는 
동방교회에서는 4세기, 서방교회에서는 6세기부터였습니다.
영대는 본래 부제용이었지만, 8세기부터는 사제들도 영대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영대를 착용할 대는 성체를 다룰 때, 성사를 집행할 때, 그리고 강론할 때입니다.
영대 색깔은 그날 미사 전례의 제의색과 같으며,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임무에 따른 색깔의 영대를 걸칩니다. 
예를 들면 고해성사 때 사제는 보라색 영대를 걸칩니다. 고해성사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
며,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이런 고해성사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색이 바
로 보라색입니다. 영대 색깔에 따른 의미와 전례적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상징이며 연중 시기의 평일과 주일에 사용됩니다.
백색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 색깔을 의미하고, 영광, 결백, 기쁨을 상
징하며, 부활 시기, 성탄 시기, 주님의 축일(수난 관련 축일은 제외), 성모 축일, 천사들의 축일 및 
순교자가 아닌 성인 성녀들의 축일에 사용됩니다.
보라색은 죄에 대한 뉘우침과 속죄, 그리고 고행과 금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에 사용됩니다. 
빨간색은 뜨거운 사랑과 피를 상징하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파스카 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의 수난 행사,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축일, 순교자들의 축일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마태17,1-9)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 하실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를 쓰시오. 
 (                                                                             )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http://youth.cccatholic.or.kr ‘금빛은빛 퀴즈방’에 정답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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