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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이사야서 25,6-10ㄱ

* 화 답 송 :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2 독 서 : 필리피서 4,12-14.19-20

* 복   음 : 마태오 22,1-10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어린이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해설자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신부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오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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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Water in the Desert>
                             성경 단어 찾기 퍼즐

*depend [dipénd] 의존하다 *hope [houp] 바라다, 희망하다 *refresh [rifréʃ] 신선한

*drink [driŋk] 마시다 *living [líviŋ] 살아있는 *revival [riváivəl] 부활, 회복

*healing [híːliŋ] 치유, 치료 *prayer [prεər] 기도, 기원 *spirit [spírit] 정신, 사람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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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 Drink, Healing, Hope, Living, 

Prayer, Refresh, Revival, Spirit, 

Streams, Thirst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죽림동 성당 보좌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님

신부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10월이 되면 항상 기다리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가을 운동

회입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운동회만 되면 항상 운동장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

는 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마지막 운동회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계주 선수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준이를 계주 선수에 넣자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선생님의 말

씀에 따라 영준이와 함께 달리기로 했고, 영준이가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희 팀이 꼴찌를 했죠.

이렇게 운동회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께서 폐회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운동회에 주인공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서 영준이와 함께 달린 우리들을

향해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동회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이들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빛은빛 교리시간      
             

                                            
         
         
          
           

           
        
         
        219. 1500년대에 유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진 사건은 무엇인가요?

           
            ➀ 종교 개혁           ➁ 서구 종교의 다변화 

            ➂ 세계 교회주의       ➃ 독립 선언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➀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프로텐스탄트의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인 독일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권

취리히의 츠빙글리에 의한 개혁과 재세례파의 급진 종교개혁, 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권인 제네바의 칼뱅에 의한 종교개혁과 같은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31일에 루터가 대상의 명제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어, 삼십년 
전쟁(1618~1648)을 종식시키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맺게 된 것으로 봅
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하느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➀ 에스테르기  ➁ 사무엘기  ➂ 역대기  ➃ 유딧기

2. 욥이 앓았던 병은 무슨 병이었나요?

 ➀ 열병 ➁ 천연두 ➂ 부스럼  ➃ 흑사병

 3. 대표적인 지혜문학서고 솔로몬이 저자로 간주되는 이 성경은 무엇인가요?

➀ 로마서  ➁ 잠언  ➂ 시편   ➃ 집회서

 4. ‘이사이의 나무’란 무엇인가요?

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계보를 뜻한다.

➁ 다윗이 아버지 이사이를 위해 심은 나무다.

➂ 유다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➃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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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4복음서를 읽고 가장 감명 깊었던 장과 절을 

적어주세요. 개인적인 느낌 (20자 이상)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당첨자가 많지 않네요. 4복음서의 감명 깊었던 장과 절만 적어준 친구들이 참 많아요.

퀴즈문제에 개인적인 느낌(20자 이상)이라고 명시 되어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느낌은 꼭 적어 주어야 해요.

  당첨된 금빛은빛 친구들 축하해요~당첨되지 못한 친구들 응원해요~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1 철원1 김준현
안토니오 철원3 김재현 

안드레아 거두리1 윤종훈
클레멘스 거두리3 이승연 

클라라

2 거두리4 윤려원
아이린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http://youth.cc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