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4호 (가해) 2017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19,9ㄱ.11-13ㄱ

* 화 답 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2독서 : 로마서 9,1-5

* 복   음  : 마태오 14,22-33

 

  

해설자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

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뭍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린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해설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린이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신부님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해설자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어린이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신부님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어린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오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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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le [əpάsl] 사도 *confirm [kənfə́ːrm] 확인하다 *gift [gift] 선물

*baptize [bæptáiz] 세례를 베풀다 *corinth [kɔ́(ː)rinθ] 코린트 *saint [seint] 성인

*calling [kɔ́ːliŋ] 부르다, 요구하다 *cross [krɔːs] 건너다, 십자가 *wisdom [wízdəm]지혜, 교훈

  Bible Word Search <Corinthians1>
                             성경 단어 찾기 퍼즐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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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le, Baptize, Calling, Christ, 

Confirm, Corinth, Cross, Gift, Paul, 

Saints, Sign, Wisdom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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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교동성당 보좌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

찬미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어느새 방학의 막바지가 되었네요. 

신부님도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신앙학교를 끝으로 본당의 여름 행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본당의 여름 행사 때면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에요. 언젠가 웹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함께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

게 물에 들어가 놀고 있는데, 예수님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분

이셔서 물속에 들어가 함께 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웹툰을 보며 이 작가가 복음을 참 많이도 묵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수차례 머리속에서 그려보고, 그 장면 안에 자신도 들어가 함께 해 

보아야만 가능한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어두운 새벽,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

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용기를 내고, 심지

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하죠. 물론 두려움 때문에 이내 다시 물에 빠져버렸지만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복음 속 장면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리고 나는 베드로

처럼 예수님께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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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바오로의 서간문 중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➀ 코린토 1서             ➁ 갈라티아서
             ➂ 로마서                 ➃ 필레몬서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➁

갈라티아서는 갈라티아라는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티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웁니다.

바오로가 일관되게 수호하려고 투쟁한 복음의 진리(갈라2,5-14)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며,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장해 주는 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5,22)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자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양식은
 무엇인가요?
 ➀ 만나와 메추라기  ➁ 양고기와 빵  ➂ 빵과 물고기  ➃ 빵과 포도주

2.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계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➀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➂ 살인해서는 안 된다.
 ➃ 닷샛날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3.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였나요?
  ➀ 40년  ➁ 14년  ➂ 4년 ➃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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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6
1번 정답: ➀ 소금기둥
2번 정답: ➂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 풀이를 제대로 
               못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3번정답: 씨,씨,길,돌밭,가시덤불,좋은땅,백,예순,서른,귀

1 초당2 권민결
마르코 솔올5 조수민

미카엘라 애막골6 박도은
효주아녜스 거두리4 윤려원

아이린

2 초당4 권서윤 
비아 솔올6 심소현 

율리아나 퇴계5 배성현
아나스타시아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3 동명동4 김연진 
미카엘

애막골 
유치부

은설 
아녜스 퇴계6 최은혁

그레고리오
죽림동
유치부

이수아
로사

4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애막골
유치부

김윤석
도미니코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5 양양3 노의진 
에스텔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 
유치부

이지혜
글라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6 양양5 노형진
예로니모 애막골2 조경준

발렌티노 스무숲1 이성진
그레고리오

죽림동
유치부

이동근 
미카엘

7 옥계3 김지유 
미카엘라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스무숲1 한민형 
미카엘 죽림동2 오병준 

프란치스코

8 솔올 김서율 
베로니카 애막골4 이서연

클라우디아 스무숲4 김래현
보나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9 솔올4 배상훈 
알비노 애막골4 김현비 

카타리나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10 솔올2 서이경
스텔라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스무숲1 홍예림 죽림동3 이지혜
소피아

11 솔올2 이은지
로사 애막골5 이지후 

베드로 스무숲6 홍준표
다니엘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12 솔올3 이예지 
보나 애막골5 이지환

 바오로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13 솔올4 이은채 
아녜스 애막골5 김예원 

에스텔 거두리1 윤종훈 
클레멘스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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