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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탈출기 34,4ㄱㄷ6,8-9

* 화 답 송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제2독서 : 코린토 2서 13,11-13

* 복   음  : 요한 3,16-18

해설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어린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부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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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 [έərən] 아론 *Amos [éiməs] 아모스 *Deborah [débərə] 드보라

*Elijah [iláidʒə] 엘리야 *Elisha [iláiʃə] 엘리샤 *Habakkuk [həbǽkək] 하박국

*Haggai [hǽgiài] *Hosea [houzíːə] 호세야 *Jeremiah [dʒèrəmáiə] 예레미야

*Malachi [mǽləkài] *Micah [mǽləkài] 말라기 *Moses [móuziz]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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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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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 Amos, Deborah, Elijah, Elisha, 

Habakkuk, Haggai, Hosea, Jeremiah, 

Malachi, Micah, Moses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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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솔모루 성당 보좌 이준 마르코 신부님

 

 
 찬미 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나요? 

지난 성령강림 대축일에 이어서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에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몸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일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부 하느님의 모습으로, 성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

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고 푸근한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사랑. 너무나 신비로운 이 사

랑에 금빛은빛 친구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정성을 가득 담아 우리 친구들의 몸에 십자 성호를 그리면서 하느님께 감사드

리는 하루 보내길 바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금빛은빛교리시간                  
                          
            
     
              
         
       
      
                      
         

         206.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 준다.’는 수호성인은 누구인가요?
            
            ➀ 포레스의 마르티노   ➁ 헤드비지스  

            ➂ 파토바의 안토니오   ➃ 토마스아퀴나스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➂

 17세기부터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 

 졌는데 이는 어느 수련자가 허락 없이 성인의 시편집 가져갔다가 성인이 발현하여 

 돌려 달라고 해서 그 시편집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성인의 이름을 따 19세기에는 ‘안토니오 성인의 빵’

 이라는 구호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도 특히 개발도상국의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레스의 카르티노(1579-1639)성인은 ‘자선의 아버지’, ‘빈민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헤드비지스(1174~1234)는 여왕들의 수호성인이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제이며 교회 

 학자이자 ‘스콜라철학의 왕’ 으로 불립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성경(구약, 신약)은 각각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➀ 구약46권, 신약27권  ➁ 구약46권, 신약26권
 ➂ 구약48권, 신약25권 ➃ 구약27권, 신약46권
2.구약성경 중에 길이가 가장 긴 성경은 무엇인가요?
 ➀ 창세기  ➁ 시편  ➂ 판관기 ➃ 잠언
3.다음 중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산은 무엇인가요?
 ➀ 아라랏 산  ➁ 시나이 산  ➂ 카르멜 산 ➃ 카파르나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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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4
1번 정답:➂ 예수 부활 대축일
2번 정답:➀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주일
3번 정답:➀ 성령 강림 대축일 

1 거진5 김한결 
안셀모 철원1 김준현 

안토니오
우두

유치부
양지성

대철베드로 스무숲1 홍예림

2 거진6 간유희 
로사 철원3 김재현 

안드레아 우두2 양이현
하상바오로 스무숲3 정종민 

세례자요한

3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애막골
유치부

김윤석 
도미니코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만천4 용진선 
가브리엘라

4 동명동4 김연진 
미카엘

애막골 
유치부

김서윤 
첼리나 우두3 이지환 

라파엘 만천6 용진주 
라파엘라

5 솔올2 서이경
스텔라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퇴계3 전진우 
비오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6 솔올2 이은지 
로사 애막골5 김예원

에스텔 퇴계4 김윤지 
아가페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7 솔올4 이은채 
아녜스 애막골5 조경준 

발렌티노
스무숲
유치부

이성진 
그레고리오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8 솔올5 조수민 
미카엘라 홍천4 이도연

임마누엘
스무숲 
유치부 

이지혜 
글라라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9 홍천5 한민규 
아오스딩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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