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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사도행전 10,25-26.34-35.44-48

* 화 답 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2 독 서  : 요한 1서 4,7-10

* 복   음  : 요한 15,9-17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

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

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

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어린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신부님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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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Bible Word Search <Genesis 1:1-2>
                             성경 단어 찾기 퍼즐

                   
*darkness [dάːrknis] 어둠,암흑 *formless [fɔ́ːrmlis] 형태가없는 *spirit [spírit] 정신, 영혼

*deep [diːp] 깊은 *heaven [hévən] 천국, 하늘 *surface [sə́ːrfis] 표면

*earth [əːrθ] 지구, 땅 *now [nau] 지금, 이제 *water [wάtər] 물, 바다, 수분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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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 Deep, Earth, Formless, God, 

Heavens, Hovering, Now, Spirit, 

Surface, Waters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우리들의 짱! 짱신부님!  
                           로마유학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

 

금빛은빛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5월의 시작이네요. 

토요일에 성당을 나오는 친구들은 이 주보를 보고 있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겠네

요.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냈을지 모르겠네요. 신부님도 우리 친구

들 나이 때에는 5월이 시작되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기분 좋은 5월의 시작만큼이나 오늘의 복음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건네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신 사랑이지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친

구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마

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46.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준 천사는 누구인가요?

        ➀ 미카엘 대천사
        ➁ 가브리엘 대천사
        ➂ 라파엘 대천사
        ➃ 다니엘 대천사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➁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 마리아가 말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26-38).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으로, 즈가르야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루카1,13.28)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복음말씀(요한 15,9-17)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 (20자 이상)

 (                                                                                       )

2.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얼마 만에 승천하셨나요?

 ➀ 40일    ➁ 44일   ➂ 46일   ➃ 50일

3.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이루어졌나요?

 ➀ 40일   ➁ 44일    ➂ 50일   ➃ 60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ccatholic.or.kr)의 주일학교→‘금빛은빛 퀴즈방’

에 정답을 남기거나, 청소년국(주소: 우편번호 2435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54 사회복지회관 2층 청소년국)으로 

편지, 엽서를 보내주세요. 본당과 학년, 이름, 세례명도 쓰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멋진 선물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04-08
1번정답: ➀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 정했다.
2번정답: ➂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3번정답: 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1 양양4 노의진
에스텔 교동3 이서현

미카엘라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퇴계2 조동인

베드로

2 양양6 노형진
예로니모 솔모루6 이소희

보나 스무숲2 최지훈 
요한마리아비안네 퇴계5 김윤지

아가페

3 입암2 김근영
토마스 갈말2 김민채

베네딕따 스무숲2 윤종훈
클레멘스 만천5 용진선

가브리엘라

4 솔올5 이은채 
아녜스 갈말4 김민준

루치오 스무숲4 최서연
플로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5 솔올6 조수민
미카엘라 거두리4 이승연

클라라 스무숲5 윤려원
아이린 죽림동3 오병준

프란치스코

6 현리6 권민재
라우렌시오 거두리5 박영서

가브리엘라 스무숲5 홍은의
미카엘라 죽림동3 박자희

크리스티나

7 주문진6 김소현
마리아 거두리5 박영설

라파엘 스무숲5 김래현
보나 우두4 이지환

라파엘

8 우두4 이시언
토마스모어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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