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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사도행전 1,1-11

*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2독서 : 에페소서 1,17-23

* 복   음  : 마태오 28,16-20

  

해설자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신부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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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ʧíərfəl] 쾌활한 *percent [pərsént] 퍼센트 *sharing [ʃέəriŋ] 공유, 나누기

*church ʧəːrʧ] 성당, 교회 *time [taim]  시간 *tithing [táiðiŋ] 십일조

*food [fuːd] *cent [sent]  센트, 돈  *clothes [klouz] 옷, 의복

    bible Word Search<Tithing>
                             성경 단어 찾기 퍼즐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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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s, Cheerful, Church, Clothes, 

Dollars, Food, Giver, How much, 

Percent, Sharing, Time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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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빛 은빛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이네요. 승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지요?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지요. 신부님은 이 모습을 보며 

‘나도 저 하늘에 올랐으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못나지도 않은 

자신에게 애꿎은 탓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

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하늘에 올랐지만 이제

는 우리 마음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은 우리 금빛은빛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할

까봐 이를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 신부님은 믿어

요. 우리 금빛은빛 친구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주일학교 미사 및 신앙적 가르침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더 가까이 다

가설 수 있게 되리라 믿어요. 

 

금빛은빛교리시간                  
                          
            
     
              
         
       
      
                      
         

         204. 성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복음에서 몇 번 나오나요?
            

            ➀ 세 번   ➁ 네 번  ➂ 여섯 번   ➃ 여덟 번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➁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전해 들으셨을 때(루카1,34-38),

 엘리사벳 방문 때(루카 1,46-55),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루카2,48),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요한2,4-5) 직접 말씀하십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부활 삼종기도를 바치는 시기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부활 제4주일까지  ➁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까지

 ➂ 매주 금요일                               ➃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2.우리를 대신하여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를 통해 하느님께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➀ 방언  ➁ 통성  ➂ 서원 ➃ 전구

3.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드리는 특별한 기도로 장례 기간 동안, 기일, 묘소 방문, 위령 성월 때

  많이 바치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➀ 연도  ➁ 금식기도  ➂ 안수기도 ➃ 묵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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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본당과 학년, 이름과 세례명을 꼭 써 주세요./  예쁜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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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2. ➂최후의 만찬에서
        3. ➂예수 부활 대축일

1 옥계3 김지유
미카엘라 홍천4 이도연 

임마누엘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 
유치부 박민준 미사엘

2 진부4 김명근 
니꼴라오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애막골4  이서연 

클라우디아
스무숲 
유치부 이지혜 글라라

3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빌라노바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스무숲 
유치부 

이성진 
그레고리오

4 솔올2 김서율 
베로니카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애막골5 이지환 
바오로 스무숲1 홍예림

5 솔올2 이은지 로사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애막골5 이지후 
베드로 스무숲2 박민정 

그라시아

6 솔올4 이은채 
아녜스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퇴계3 전진우 비오 스무숲3 정종민 

세례자요한

7 솔올4 배상훈 
알비노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퇴계4 김윤지 
아가페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8 포천2 황준기 
야고보 만천3 김해나 안나 거두리3 이승연 

클라라 스무숲4 김래현 보나

9 철원1 김준현 
안토니오 만천4 용진선 

가브리엘라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스무숲6 홍준표다니엘

10 철원3 김재현 
안드레아 만천6 용진주 

라파엘라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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