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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사무엘기 상권 16.1ㄱㄹㅁㅂ.6-7.10-13ㄴ

*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2독서 : 에페소서 5,8-14

* 복   음  : 요한 9,1.6-9.13-17.34-38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신부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해설자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 라고 변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으로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어린이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해설자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어린이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신부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린이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해설자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신부님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어린이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신부님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어린이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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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저는 믿습니다.” (요한 9,38)



  Bible Word Search < Leaving the Promised Land>
성경 단어 찾기 퍼즐

 

                           
    
                 

*angry [ǽŋgri]  화난, 성난 *forgive [fərgív] 용서하다 *mercy [mə́ːrsi] 자비, 은총

*disobey [dìsəbéi]복종하지않다 *land [lænd] 땅, 토지 *prophet [prάfit] 예언자

*faithful  [féiθfəl] 충실한 *love [lʌv] 사랑하다 *worship [wə́ːrʃip]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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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ngry, Babylon, Battle, Disobey, 

Faithful, Forgive, Judah, Land, Love, 

Mercy, Prophet, Worship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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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문화홍보국장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님

찬미예수님! 

한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은 사순 제4주일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까지 2주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사순시기보다 

지낼 사순시기가 훨씬 더 적게 남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친구들에게 사순 제4주일을 부르는 별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사순 제4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 주일’이랍니다. ‘40일이라는 긴 사순시기를 우리가 

이미 잘 지내왔고, 그런 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활의 기쁨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는 뜻에서 ‘기쁨 주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사순 시기이지만 ‘기쁨 주일’이라는 말을 통해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부활을 더욱 기쁘고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해요.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남은 사순 시기도 조금 

더 힘내서 잘 마무리 해 보아요. 친구들 모두, 파이팅!

 금빛은빛교리시간                  
                          

                    

        
         
          
         
          195. 십자가의 길 기도에서 ‘제1처’는 어떤 내용인가요?

          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심

          ➁ 예수님께서 대사제들이 보내내 사람들에게 체포되심

          ➂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

         ➃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매 맞으심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➂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우리가 보통 사순 시기에 성당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처에서 14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이동하시는 길과 십자가에 달리심,
돌아가심과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쳤던 이들의 목소리를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제1처에서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은 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태생 소경이 치유를 받은 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한9,1-41)

 ➀ 예수님이라는 분-주님-예언자-구원자
 ➁ 예수님이라는 분-예언자-하느님에게서 온 분

 ➂ 예수님이라는 분- 구세주-임금님- 하느님의 아드님

 ➃ 예수님이라는 분-구원자-세례자요한-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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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