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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요나예언서 3,1-5.10

*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2 독 서 : 코린토 1서 7,29-31

* 복   음 : 마태오 1,14-20

      

    
해설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린이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신부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설자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신부님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배대오를 삯꾼

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 (마르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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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Passover>
                             성경 단어 찾기 퍼즐

* cleanse [klenz] 정화하다 *sanctify [sǽŋktəfài] 축성하다 *grape [greip]  포도

* angel [éindʒəl] 천사 *flesh [fleʃ] 살, 피부 *juice [dʒuːs] 즙,쥬스

* bread [bred] 빵 *haste [heist] 서두르다 *Impale [impéil] ~을 찌르다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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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Bread, Cleansed, Flesh, Grape, 

Haste, Impaled, Juice, Lamb, Passover, 

Sanctify, Sins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이동 성당 주임 박종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

고 응답할 친구들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신부님, 수사님이 되는 길도 

있고 여자 친구들은 수녀님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면 반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부

님을 할 수 없지만 신부님은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수녀님을 할 수 없지만 수

녀님은 간호사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쁜 마음으

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이 다양한 모습

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금빛은빛 교리시간      

     

         231.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나요?

            ➀ 카이사르
            ➁ 헤로데
           ➂ 티베리우스
            ➃ 네로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➂

카이사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의 로마황제 였습니다.
헤로데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의 왕으로, 로마의 황제가 유다를
간접통치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로마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에 대한 언급은 루카 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인 세례자요한을 소개 하면서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루카 3,1-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  )에 들어갈 이름은?

  ➀ 갈릴래아   ➁ 벳자타   ➂ 예루살렘  ➃ 에파타

2. 예수님께서는 언제 눈 먼 이의 눈을 진흙으로 개어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나요?

  ➀ 안식월  ➁ 오순절  ➂ 초막절  ➃ 파스카

3. “���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  

   가요?

 ➀ 마리아 ➁ 마르타 ➂ 제자들  ➃ 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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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1번 정답: ➂ 동방의 별
2번 정답: ➂ 황금- 왕이라 고백, 유향-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 몰약-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사람임을 고백  
3번 정답: 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입암
유치부 신유찬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애막골5 이지환 
바오로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2 입암1 신예서
폴리카르파 노암동4 임현진

효주아녜스 애막골5 이지후
베드로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3 교동4 유윤상
바오로 노암6 김민지 

헬레나 애막골5 조경준
발렌티노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4 초당2 권민결
마르코 노암6 임유빈

대건안드레아 퇴계4 김윤지
아가페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5 초당4 권서윤 
비아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우두3 이지환

라파엘 스무숲1 홍예림

6 포천1 이소민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스무숲4 김래현
보나

7 포천3 이소윤
효주아녜스 후평동4 안한주

사도요한 거두리3 이승연 
클라라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8 철원1 김준현 
안토니오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스무숲6 홍준표

다니엘

8 철원3 김재현
안드레아 애막골4 이서연

클라우디아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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