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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사도행전 2,14ㄱ.36-41

*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2독서 : 베드로 1서 2,20ㄴ-25

* 복   음  : 요한 10,1-10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부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은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해설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신부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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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éindʒəl] 천사 *pray [prei] 기도하다 *name [neim] 이름, 명칭

*love [lʌv] 사랑하다 *protect [prətékt] 보호하다 *type [taip] 유형 종류

*praise [preiz] 칭찬하다 *sing [siŋ] *action [ǽkʃən] 행동

Bible Word Search <Angels - Names, Types and Actions>
                                 성경 단어 찾기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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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ngel, Gabriel, God Sent, Loving, 

Praising, Praying, Protects, Raphael, 

Singing, Uriel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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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김화 성당 주임 김효식 이냐시오 신부님

 

사랑하는 우리 금빛 은빛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 부활 4주일이지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은 성소주일이지요. 성소주일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를까요? 

예전에 신부님은 신부님이 되고자 신학교에 다니는 학사님들 찾아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신학교에 계시는 학사님을 방문해서 학사님과 좋은 시간도 보냈어요. 

지금도 성소주일이 되면 친구들~학사님들 만나는 시간이 있지요!

학사님들 뵙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앙탈을 부리는 친구들 있지요? 

앙탈보다는 우리 학사님들 잘 지내시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의 문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종. 

신부님들과 신부님이 될 학사님들이지요. 

우리 금빛 은빛 친구들!!! 양들의 문으로 인도해주려는 우리 학사님, 신부님 본받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오늘은 생명주일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

길 느끼며 어린이 미사 잘 참여해주는 금빛 은빛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금빛은빛 친구들 파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금빛은빛교리시간                  
                          

                       
     
              
         
       
      
                      
         201. 사도행전에 나오는 리디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➀ 자색 옷감 장수 ➁ 음식 장수 ➂ 술장수 ➃ 나귀 장수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➀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사도16,14).

 그 당시 티아티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을로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리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 살았습니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집안’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족들과 하인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직업상 가깝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리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제자들 중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➁ 너는 아직 아니다. 
  ➂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➃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2.예수님께서 잡하시기 전 홀로 기도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➀ 겟세마니  ➁ 갈릴래아 ➂ 에덴 ➃ 성전
3.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행하신 루카복음의 마지막 기적은 무엇인가요?
 ➀ 나병환자를 낫게 하심 ➁ 무덤에서 사라지심 
  ➂ 대사제 종의 잘려진귀를 고쳐주심 ➃ 성령 강림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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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마,가,나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진부4 김명근 니꼴라오 / 솔올2 김서율 베로니카
 솔올2 서이경 스텔라 / 솔올4 배상훈 알비노/ 솔올5 조수민 미카엘라

철원1 김준현 안토니오 / 철원3 김재현 안드레아 / 철원6 유지민 바오로
원통5 황다영 젬마 / 홍천4 이도연 임마누엘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 스무숲 유치부 이지혜 글라라 / 스무숲 유치부 이성진 그레고리오 
스무숲 유치부 박민준 미사엘 / 스무숲1 홍예림 / 스무숲1 한민형 미카엘 

 스무숲2 박민정 그라시아 / 스무숲3 정종민 세례자요한 /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스무숲4 김래현 보나 / 스무숲6 홍준표 다니엘청평4 노예영 요안나 / 거두리1 윤종훈 클레멘스

거두리3 이승연 클라라 /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4 윤려원 아이린 
애막골 유치부 김서윤 첼리나 /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 애막골 유치부 김윤석 도미니코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 애막골4 이서연 효주아녜스 / 애막골4 이서연 클라우디아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5 김예원 에스텔 / 애막골5 이지환 바오로  

애막골5 이지후 베드로 / 애막골5 조경준 발렌티노 / 애막골6 박도은 효주아녜스 
퇴계2 박은준 이냐시오 / 퇴계3 전진우 비오 / 퇴계4 김윤지 아가페 

후평동4 안한주 사도요한  / 후평동4 이시현 유스티나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 만천3 김해나 안나 / 만천2 문서율 스텔라 / 만천4 문정원 글라라 

만천4 용진선 가브리엘라 / 만천6 용진주 라파엘라 /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빌라노바 /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 죽림동2 오병준 프란치스코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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