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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욥기 7,1-4.6-7

* 화 답 송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2 독 서 : 코린토 1서 9,16-19.22-23

* 복   음 : 마르코 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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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

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어린이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

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 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님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

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 
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르코 1,37)



Bible Word Search<She Pressed>
                             성경 단어 찾기 퍼즐

*blood [blʌd] 혈액, 피 *issue [íʃuː] 문제, 쟁점 *follow [fάlou] 따르다, 뒤를 잇다

*crowd  [kraud] 군중, 붐비다 *press [pres] 언론, 기자 *woman [wúmən] 여성, 여인 

*doctor [dάktər] 의사, 박사 *whole [houl] 전체, 모든 *spend [spend] 보내다, 쓰다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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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Crowd, Doctor, Followed, 

Garment, Healed, Issue, Jesus, Made, 

Press, Spent, Whole, Woman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사회사목국 차장 김효식 이냐시오 신부님

 

사랑하는 금빛은빛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신부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곳에 쭉 머물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

라 내가 싫어하는 친구라 해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

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선포라고 생각해요.

우리 금빛은빛 친구들! 친구들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 선포에 동행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33.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진 복음은 

            무엇인가요?

            ➀ 마태오 ➁ 마르코 ➂ 루카 ➃ 요한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➃
토마스의 불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은 요한 복음입니다(요한 20,24-29).

특히, 주님과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자 하느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믿음이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본 사람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깊은 일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성경에서 안드레아의 형제는 누구인가요?

  ➀ 세례자요한 ➁ 대야고보, 소야고보 ➂ 토마스 ➃ 시몬 베드로 또는 케파

2. 예수님의 제자 마태오는 본래 어떤 일을 하였나요?

  ➀ 재판관 ➁ 율법학자 ➂ 상인 ➃ 세리

3.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➁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➂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➃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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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
1번 정답: ➃ 세 가지 모두
2번 정답:  ➂ 카파르나움
3번 정답: 복음말씀(마태오 2,1-12)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20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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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
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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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라

2 솔올5 권나현
가브리엘라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스무숲1 홍예림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3 솔올5 조수민 
미카엘라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6 홍준표

다니엘 죽림동2 오병준
프란치스코

4 노암동6 김민지
헬레나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우두3 이지환
라파엘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5 우두3 이시언
토마스모어

12-24 
  (12-01과동일한정답자가 나가서12-24일 정답자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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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진5 김소현
마리아 거두리1 윤종훈

클레멘스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2 입암1 신예서
폴리카르파 거두리4 윤려원

아이린 스무숲1 홍예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3 솔올2 서이경
스텔라 거두리4 김아연

안젤라 스무숲4 홍은의
미카엘라

죽림동
유치부

이수아
로사

4 솔올2 이은지
로사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6 홍준표

다니엘
죽림동 
유치부

이동근 
미카엘

5 솔올3 이예지 
보나

애막골
유치부

은설 
아녜스 퇴계4 김윤지

아가페 죽림동2 추현진
미카엘

6 솔올4 이은해
아녜스

애막골 
유치부

김서윤
첼리나 만천2 신홍주

바실리아 죽림동2 박자희
크리스티나

7 솔올5 조수민 
미카엘라 애막골4 조혜인

로사리아 포천1 이소민 죽림동3 이지혜
소피아

8 솔올5 권나현
가브리엘라 애막골4 변재민

라파엘 포천3 이소윤
효주아녜스 죽림동5 추현중

라파엘

9 애막골5 조경준
발렌티노 솔모루5 이소희

보나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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