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27호 (나해) 2018년 6월 3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탈출기 24,3-8
* 화 답 송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2 독 서 : 히브리서 9,11-15
* 부 속 가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뉜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옴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참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복   음  : 마르코 14,12-16.22-26

해설자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신부님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어린이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
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
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신부님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어린이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신부님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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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Attitude>
                             성경 단어 찾기 퍼즐

                   

*humble [hΛmbl] 겸손한,소박한 *obey [oubéi] 따르다, 복종하다 *servant [sə́ rːvənt] 공무원, 하인

*love [lʌv] 사랑하다, 좋아하다 *other [Λðər] 다른, 기타의 *shape [ʃeip] 형태,모양

*mold [mould] 형태, 형성하다 *repent [ripént] 반성하다, 회개하다 *united [juːnáitid] 통합한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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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N E P E R S

A O H U M B L E

L M T R I S J R

Y O N H H P E V

E L V A E I S A

B D P E G R U N

O E C H R I S T

D D U N I T E D

Christ, Humble, Jesus, Love, Molded, 

Obey, Others, Repent, Servant, 

Shaped, Spirit, United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신부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주문진 성당 주임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성체를 모시는 준비와 머무름

안녕하세요! 금빛은빛 친구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피를 받아 모

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튼튼해지고 깨끗해진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기쁘게 만날 수 있답니다.

아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친구라 하더라도, 축성되어 올려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라

보고, 또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바로 그때 친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에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50.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➁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➂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➃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님이신 분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 ➂

“그 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3-14)“.

우리는 이 구절을 미사 중에 대영광송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미사의 많은 부분이 이 성경에서 발췌하여 만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복음말씀( 마르코 14,12-16.22-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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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강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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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1번 정답:복음  씀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 (20자 이상)
2번 정답: ➀ 40일
3번 정답: ➂ 50일

1 양양4 김도경
플로라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2 양양4 노의진
에스텔

애막골
유치부

김윤석 
도미니코 스무숲5 김래현 

보나 죽림동3 박자희
크리스티나

3 양양6 노형진
예로니모 애막골5 변재민

라파엘 우두3 최윤진
브리지타 만천3 이하윤

마리아도미니카마자렐로

4 주문진6 김소현
마리아 애막골6 김예원

에스텔 우두4 이지환
라파엘 만천5 용진선

가브리엘라

5 솔올6 김동헌
막시오밀리아노콜베 퇴계4 전진우

비오 우두4 이시언
토마스모어 만천5 이장곤

요한보스코

6 거두리5 김아연
안젤라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http://youth.cc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