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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예제키엘 예언서 33,7-9

*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2독서 : 로마서 13,8-10

* 복   음  : 마태오 18,15-20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신부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 (마태오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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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ǽŋgri] 화난, 성난 *forgive [fərgív]  용서하다, 양해하다 *mercy [mə́ːrsi] 자비

*disobey [dìsəbéi] 복종하지않다 *land [lænd] 땅, 토지 *prophet [prάfit] 예언자

*faithful [féiθfəl] 충실한, 독실한 *love [lʌv] 사랑하다, 좋아하다 *worship [wə́ːrʃip] 숭배,예배

Bible Word Search <Leaving the Promised Land>
                             성경 단어 찾기 퍼즐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B L Y C R E M L

A A E R I S U W

T N B L G F R O

T D O Y H N A R

L V S T L E A S

E V I G R O F H

H A D U J L N I

F T E H P O R P

Angry, Babylon, Battle, Disobey, 

Faithful, Forgive, Judah, Land, Love, 

Mercy, Prophet, Worship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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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활동본부장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찬미예수님 안녕 친구들? 

지난 한 주,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잘 실천했나요?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면서

콩닥콩닥 설레기도 해보았나요? 

예수님을 보다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하세요.

“보다 많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보렴!”

예수님의 이 부탁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신부님은 예전에 예쁜 물고기를 어항에 키운 적이 있어요.

어항을 고르고, 수초를 심고, 공기방울을 틀어 놓은 뒤, 물고기들에게 밥을 줬지요.

하지만 혼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어항을 청소하려니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물고기에게 사랑을 주니깐

글쎄 물고기가 새끼도 낳고, 더 힘차게 헤엄쳐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기도하면서 어울린다면 

더 커다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랑. 사랑해. 사랑해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14. 이 사람은 바오로의 율법 선생으로 ‘하느님께 보답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➀ 가믈리엘   ➁ 하나니아스  ➂ 카야파  ➃ 알렉산드로스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➀

 전승에 의하면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온 까닭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현자’들 중 한 사람인 원로 가믈리엘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군사들을 뽑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➀ 창과 칼을 쓰는 방법을 보고   ➁ 물 마시는 방법을 보고

➂ 옷을 입는 방법을 보고        ➃ 앉았다 일어서는 방법을 보고

2.주님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택하실 때 그를 몇 번이나 부르셨나요?

 ➀ 1번 ➁ 2번 ➂ 3번 ➃ 4번

3.복음말씀(마태오 18,15-20)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20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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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3
1번 정답:  ➀ 만나와 메추라기 
2번 정답: ➃ 닷샛날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3번 정답: 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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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스무숲1 한민형
미카엘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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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솔올5 전승혁
안드레아 퇴계4 이윤지

아가페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6 애막골
유치부

김윤석
도미니코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스무숲4 김래현
보나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7 애막골
유치부

은설
아녜스 거두리1 윤종훈 

클레멘스 스무숲6 홍준표다니엘 죽림동3 이지혜
소피아

8 애막골 
유치부

김서윤
첼리나 거두리3 이승연 

클라라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9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만천4 용진선
가브리엘라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10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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