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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2 독 서 : 코린토 2서 5,6-10

* 복   음 : 마르코 4,26-34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였다.

신부님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

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는 이삭에 낟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하셨다.

신부님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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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Samson and the Lion>
                             성경 단어 찾기 퍼즐

                   

*carcass [kάːrkəs] 시체,사체 *dry [drai] 건조한,말린 *promise [prάmis] 약속하다

*comb [koum] 빗질하다 *marriage [mǽridʒ] 결혼 *psalm [saːm] 시편,찬송가

*judge [dʒʌdʒ] 판사,판단하다 *lion [láiən] 사자 *samson [sǽmsən] 삼손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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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ass, Comb, Dried, Judges, 

Manoah, Marriage, Parents, Promises, 

Psalm, Samson, Timnah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신부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주문진 성당 주임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 씨앗, 성장함

금~빛 은~빛 친구들 안녕!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고요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 정말 금과 은에서 나는 빛처

럼 눈부시게 근사함을 봐요. 

그 순간 예쁜 기도 손을 모아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도움을 주실까? 하는 설레임도 들죠. 

여러분 혹시 친구 생일을 잘 기억하나요? 친구가 무심결에 말했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

가 축하해줬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에 그 친구가 기뻐했을 표정과 흥분했던 목소

리를 기억할 꺼에요.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내 작은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우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경험했을 꺼에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의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경건히 무릎을 꿇

고선 바라는 소망은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그분의 약속으로 이어진답니다.

작은 정성, 작은 마음, 작은 소망은 마치 커다란 은총의 열매를 얻기 위한 하느님나라의 

씨앗임을 기억하세요.

 금빛은빛 교리시간      

     

            
       

        252.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➁ 마리아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싶었다.
         ➂ 요셉은 친척들을 방문하고 싶었다.
         ➃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➀
로마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했던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이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거운 과세를 통한 약탈 행위가 아니라 가볍고 공전한 과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암살당했고 세제 개혁의 과제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넓고 얕게 세금을 걷는 것’ 이 공명정대한 세제라고 생각했고, 가능한 단순 
명료한 제도를 만들어 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 전체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저마다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루카 2,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복음말씀(마르코 4,26-34)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20자 이상)
(                                                                                       )

2.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➀ 필리포스    ➁ 니콜라스    ➂ 니카노르    ➃ 안드레아

3. 리따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드린 후 젊은이에게 “□□□,일어나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➀ 타비타(도르카스)   ➁ 라자로   ➂리디아   ➃ 살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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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0
1번 정답: ➀ 자색옷감장수
2번 정답: ➀ 필리포스
3번 정답: ➀ 타비타(도르카스)

1 만천5 용진선
가브리엘라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한삶의집2 조관휘 갈말4 김민준

루치오

2 양양 고은빛
안나 애막골5 조혜인

로사리아 한삶의집2 염시연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3 양양4 노의진
에스텔 애막골5 변재민

라파엘 한삶의집3 진소하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4 양양6 노형진
예로니모 애막골6 조경준

발렌티노 한삶의집4 김영태 죽림동3 오병준
프란치스코

5 주문진6 김소현
마리아

한삶의집
유치부 서용준 한삶의집5 심주용 죽림동3 추현진

미카엘

6 임당3 장보예
마리스텔라

한삶의집
유치부 변용철 한삶의집5 김민송 죽림동3 박자희

크리스티나

7 솔올
유치부

서지완
안드레아 한삶의집1 김선우 거두리1 은설 

아녜스 죽림동6 추현중
라파엘

8 솔올3 서이경
스텔라 한삶의집1 김희정 거두리4 이승연

클라라 만천 신홍주
바실리아

9 솔올3 이은지
로사 한삶의집1 진소이 거두리5 김아연 

안젤라 만천3 이하윤
마리아도미니카마자렐로

10 솔올5 이은채
아녜스 한삶의집1 이윤지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만천5 이장곤
요한보스코

11 솔올5 배상훈
알비노 한삶의집1 신효빈 스무숲2 홍예림

소피아
우두

유치부
박지원

라파엘라

12 솔올6
김동헌

막시오밀리아
노콜베

한삶의집3 권현주 스무숲2 최지훈 
요한마리아비안네 우두2 박지후

미카엘라

13 솔올6 조수민
미카엘라 한삶의집1 서주원 스무숲4 최서연

플로라 우두3 최윤진
브리지타

14 퇴계4 전진우 
비오 한삶의집1 박한별 스무숲4 최서연

플로라 우두4 이지환
라파엘

15 퇴계5 김윤지
아가페 한삶의집1 함귀나 스무숲5 홍은의

미카엘라 우두4 이시언
토마스모어

16 갈말2 김민채
베네딕따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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