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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사도행전 2,42-47

* 화 답 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 베드로 1서 1,3-9

* 복   음  : 요한 20,19-31

해설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
신부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해설자 열두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요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어린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해설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신부님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어린이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해설자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20,29)

발행처 춘천교구 청소년국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7번길 54 사회복지회관2층  전화 033)252-6062  팩스 033)252-6064



*adam [ǽdəm] 아담 *bear [bεər] 곰 *cow [kau] 소

*heaven [hévən] 천국, 하늘 *Jacob [dʒéikəb] 야곱 *kid [kid] 아이,어린이

*love [lʌv] 사랑하다 *people [píːpl] 사람들 *rachel [rəʃél] 라헬

Bible Word Search<Animals and People>
                             성경 단어 찾기 퍼즐

  

H K E L O V E D

T I R E H S A L

U D H E A V E N

R S A A I H L O

R W G D C A P A

B O C A J R O H

D C R M R A E B

T J E S U S P H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dam, Asher, Bear, Cows, David, God, 

Heaven, Jacob, Jesus, Kids, Love, 

Noah, People, Rachel, Ruth, Sarah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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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이동 성당 주임 박종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찬미예수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딱! 나타나셔서 당  

 신의 부활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뒤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  

 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  

 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또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  

 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 주셨어요.

 우리 믿음도 제자들처럼 자주 약해지지요. 그래서 미사를 빠지기도, 기도를 빼먹기도 합  

 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 또다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주 약해져도 예수님은 또, 또, 또, 또다시 우리에게 오십  

 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  

 니다.

 금빛은빛교리시간                  
                          

                       
     
              
         
       
      
           199.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는 시기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부활 제4주일까지
           ➁ 예수부활 대축일부터 주님승천 대축일까지
           ➂ 매주 금요일
          ➃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➃

부활 때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는 기쁨의 표시로 언제나 서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도를 희락 삼종 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부활 시기, 즉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바치며,

성 보나벤투라가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요한20,19-23)

➀ 서로 사랑하여라.  ➁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➂ 서로 용서하여라.  ➃ 평화가 너희와 함께!

2.요한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쓴 목적인 20장31절의 말씀을 쓰시오.

(                                                                                  )

3.묵주기도는 어떤 성인과 관련이 있나요?

➀ 베네딕도 ➁ 도미니코 ➂ 바오로 ➃ 이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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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