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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사도행전 4,8-12

* 화 답 송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2 독 서  : 요한 1서 3,1-2

* 복   음  : 요한 10,11-18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부님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

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

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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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 



Bible Word Search <Bible Words>
                             성경 단어 찾기 퍼즐

                   
*bible [báibl] 성경,성서 *manger [méindʒər] 여물통,구유 *smile [smail] 미소, 웃다

*blood [blʌd] 혈액, 피 *alone [əlóun] 혼자, 홀로 *love [lʌv]  사랑하다 

*lamb [læm] 어린양 *prayer [prεər] 기도,  원 *God [gad] 하느님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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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Bible, Blood, God, Jesus, 

Lamb, Love, Manger, Mary, Noah, Not 

alone, Prayer, Smile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현리성당 주임 김영태 시몬 신부님

 

찬미 예수님~ 금빛은빛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부활 제4주일 이자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聖召)란 거룩한 부르심을 이야기 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는 3가지가 있는데 사제성소, 수도성소, 혼인성소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들은 타인에게 봉사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혼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봉사해야 

하고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혼자만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일을 맞아 신학교나 수도원을 방문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멋진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착한 목자임을 증언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44. 세례자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➀ 칼싸움으로

         ➁ 폐렴으로

         ➂ 머리가 잘려서

         ➃ 굶주림으로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➂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군중이 두려웠습니다.
헤로데의 생일 날, 헤로데는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헤로데는 괴로워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마태 14,3-1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마르코 복음의 부활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인들 중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➀ 마리아 막달레나 ➁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➂ 살로메  ➃ 베로니카

2.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➀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➁ 평안하냐?
 ➂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➃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3.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➀ 빈 무덤                            ➁ 손과 발의 못 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을 보여 주심
 ➂ 저승에 가시어 3일간 머무르심       ➃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ccatholic.or.kr)의 주일학교→‘금빛은빛 퀴즈방’
에 정답을 남기거나, 청소년국(주소: 우편번호 2435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67번길 54 사회복지회관 2층 청소년국)으로 
편지, 엽서를 보내주세요. 본당과 학년, 이름, 세례명도 쓰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멋진 선물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03-25
1번정답: ➀ 겟세마니
2번정답: ➂ 대사제 종의 잘려진 귀를 고쳐 주심
3번정답: ➁ 3번  

1 갈말2 김민채
베테딕따 솔올4 이예지

보나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만천3 이하윤

마리아도미니카마자렐로

2 갈말2 박다영
엘리사벳 솔올5 배상훈

알비노 스무숲2 한민형
미카엘 만천3 신홍주

바실리아

3 갈말4 김민준
루치오 솔올6 조수민

미카엘라 스무숲2 홍예림 만천5 용짅선
가브리엘라

4 갈말5 박도영
가브리엘 솔올6 김동헌

막시밀리아노콜베 스무숲2 최지훈
요한마리아비안네 만천5 이장곤

요한보스코

5 갈말6 박창영 
디도 퇴계2 조동인

베드로 스무숲4 최서연
플로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6 철원1 이희서
에스텔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5 홍은의 

미카엘라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7 철원5 이희은
스텔라 애막골5 변재민 

라파엘 거두리4 최수아
안나 죽림동3 박자희

크리스티나

8 솔모루6 이소희
보나 애막골5 조혜인

로사리아 우두4 이지환
라파엘 죽림동3 추현진

미카엘

9 주문진6 김소현
마리아 애막골6 조경준

발렌티노 우두4 이시언
토마스모어 죽림동3 오병준

프란치스코

10 후평동5 이시현
유스티나 죽림동6 추현중

 라파엘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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