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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1 독 서 : 이사야서 49,1-6

* 화 답 송 : ◎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2 독 서 : 사도행전 13,22-26

* 복   음 : 루카 1,57-66.80

해설자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어린이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

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신부님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

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신부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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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Fathers of the Bible>
                             성경 단어 찾기 퍼즐

                   

*abraham [éibrəhӕm] 아브라함 *Issac [áizək] 이삭 *joseph [dʒóuzəf] 요셉

*special [spéʃəl] 특별한, 특수한 *Jacob [dʒéikəb] 야곱 *Noah [nóuə] 노아

*Christ [kraist] 예수그리스도 *jesus [dʒíːzəs] 예수그리스도 *obey [oubéi] 따르다, 복종하다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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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L O V E D O

A C A A S I N L

B H J O V K A J

R R M A N I G O

A I D A C O Y S

H S H E D O E E

A T P O R A B P

M S U S E J O H

Abraham, Adam, Christ, David, God, 

Isaac, Jacob, Jesus, Joseph, Love, 

Noah, Obey, Special, Thank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신부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주문진 성당 주임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 기다림

안녕! 금빛은빛 친구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세례자요한의 탄생대축일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보여주고 싶나요? 만약 저에게 먼저 보여

준다면 전 분명 양념통닭과 불고기피자를 사줬을거에요. 왜냐구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려

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

을만큼 사랑스럽거든요. 전 강릉 주문진성당에 있으니깐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와서 확인

해보세요. 물론 같이 먹을거에요. 

참고로, 제가 바라는 상장은 교구 ‘청소년성경쓰기’, ‘성소주일사생대회’ 정도는 되어야해요. 

이정도 클라스는 되어야해요. 다른 것은 어림도 없어요.

마침, 세례자요한 축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어느 신부님이 생각

이 나요. 그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당으로 오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기다리셨어요. 친

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어떤 것일까? 재미있어 하는 게임은 뭘까? 신나는 게임은 어떻게 

할까? 하느님을 어떻게 기쁘게 가르쳐줄까?를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셨지요. 그 신부

님의 행복한 기다림 끝에 지금의 제가 또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네요. 행복합니다.

 금빛은빛 교리시간      

     

            
       

        
         253.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대부분을 어느 곳에서 사셨나요?

           ➀ 베들레헴    ➁ 나자렛    ➂ 이집트   ➃ 예루살렘

         



금빛은빛 교리해설   

정답 ➁
예수님께서는 베드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헤로데 
왕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나자렛으로 돌아옵니다
(마태오 2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을 나자렛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 21,11; 요한 18,5;루카 4,34).
그 후 예수님께서는 3년 정도의 공생활을 주로 갈릴래아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파스카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신 곳은 나자렛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1. 복음말씀(루카 1,57-66.80)을 읽고 난 후, 나의 느낌은 어떤지 적어주세요.(20자 이상)

(                                                                                       )

2. 성경에 나타난 루카의 원래 직업은 무엇인가요?

 ➀ 세리    ➁ 어부    ➂ 의사    ➃ 학자

3. 라틴어 ‘Paulus(바오로)’의 뜻은 무엇인가요?

 ➀ 다리가 굽은   ➁ 구레나룻 수염을 가진   ➂ 큰   ➃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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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7
1번 정답: ➀ 에우티코스
2번 정답: 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3번 정답: ➃ 황금 화살

1 솔올
유치부

서지완
안드레아 양양4 노의진

에스텔 철원5 이희은
마리스텔라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2 솔올1 최서준
토마스아퀴나스 양양6 노형진 

예로니모
스무숲
유치부

김래이
빅토리아

죽림동
유치부

추현지
가브리엘라

3 솔올3 서이경 
스텔라

애막골
유치부

변하랑
사비나 스무숲2 홍예림 죽림동3 박자희 

크리스티나

4 솔올3 최서윤
에바 애막골5 변재민 

라파엘 스무숲2 최지훈 
요한마리아비안네 죽림동3 추현진

미카엘

5 솔올3 이은지
로사 애막골5 조혜인

로사리아 스무숲4 최서연
플로라 죽림동3 오병준 

프란치스코

6 솔올4 이예지
보나 애막골6 조경준

발렌티노 스무숲4 정종민
세례자요한 죽림동6 추현중

라파엘

7 솔올5 이은채 
아녜스 퇴계5 김윤지

아가페 스무숲5 김래현
보나

우두
유치부

박지원
라파엘라

8 솔올6
김동헌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철원
유치부

유혜림
스텔라 거두리1 은설 

데레사 우두2 박지후 
미카엘라

9 주문진6 김소현
마리아 철원1 이희서

에슼텔 거두리2 윤종훈
클레멘스 우두3 최윤진

브리지타

10 후평동4 김해나
안나 거두리5 윤려원

아이린 우두4 이지환
라파엘

11 만천5 용진선 
가브리엘라 우두4 이시언

토마스모어

  선물이 있는 퀴즈!               <금빛은빛 교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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