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신부님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신부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91해) 2015년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17,10-16

* 화 답 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제2독서 : 히브리서 9,24-28

* 복   음 : 마르코 12,38-44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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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Hebrew Names of God>
성경 단어 찾기 퍼즐 <하느님의 히브리어 이름>

     

J S A B A O T H

Y A H W E H E N

M O L A H S L I

J E H A D O O S

I V O A H D L S

R L A D O N A I

E E L O H I M I

H N O Y L E L E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donai, El Elyon, Eloah, Elohim,

El Olam, Jireh, Nissi, Sabaoth,

Shaddai, Shalom, Yahweh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Adonai 아도나이(주 하느님)

*Elohim 엘로힘(하느님)

*Nissi 닛시(승리의 하느님)

*Shalom 살롬(주님은 평화)

*El Elyon 엘 엘리온(신들의 주님)

*El Olam 엘 올람(영원하신 주님)

*Sabaoth 사바옷(주 만군의 주님)

*Yahweh 야훼

*Eloah 엘로아(하느님)

*(Jehovah-)Jireh 야훼이레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Shaddai 샤다이(전능하신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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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스무숲 성당 보좌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미사 책의 성가들 중에 어떤 성가를 가장 좋아하나요? 

어린이 미사에 열심히 참례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렁차고 신나게 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과 함께 성가대를 하며 열심히 성가를 불렀던 제 초등부 

시절이 기억난답니다. 열심히 부르던 성가들 중에 오늘 복음을 읽으며 생각난 성가 가사 하나가 있

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성가의 가사일거예요.

“먹고 싶어 죽겠는 걸 사 먹지 않고 이 날을 기다리며 모았댔어요.”

오늘 복음 속 과부가 봉헌한 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700원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과부의 봉헌을 칭찬하세요.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정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내 용돈을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친구들과 노는 데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내 용돈을 아껴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가졌으

면 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며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예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21. 복음을 읽기 전에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➀ 이마는 성부, 입술은 성자, 가슴은 성령을 의미한다.           
        ➁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에 고이 간직한다는 의미다.
        ➂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사신다는 의미다.
        ➃ 그리스도의 죽음, 즉 영혼과 육신의 갈림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다.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10/4

                             정답 & 당첨자                        

하느님의 나라, 어린이, 들어가지 / ➁ Bless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5 이민지 카타리나 / 솔올3 권나현 가브리엘라

교동5 박재민 사도요한 / 교동4 박하빈 루시아 / 진부2 김명근 니꼴라오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 거두리4 김보민 소피아 / 거두리2 김경민 루피나

후평동5 심예은 마리아 / 철원6 이바름 그라시아 / 철원4 김현성 다니엘 

철원2 김현호 라파엘 / 철원6 김혜인 소피아

원통5 한효성 도미니꼬 / 양양3 원채은 잔다르크 / 양양3 원채현 베로니카

동명동3 이혜인 / 동명동6 곽호준 미카엘 / 김화3 이영준 비오

입암6 유재준 바오로 / 입암5 류다영 엘리사벳 / 홍천2 이도연 임마누엘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 애막골5 이진명 클라우디오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네스 / 애막골2 문태식 안셀모 / 애막골2 변재민 라파엘

애막골3 안민규 가브리엘 / 애막골5 안태경 사도요한 / 애막골3 김예원 에스텔

애막골 유치부 문태환 아도 / 애막골2 이서연 클라우디아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➁
복음을 낭독할 사제가 ‘OOO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라고 하면,

신자들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하며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마에 긋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곱씹겠다’는 다짐이고, 입술에 긋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겠다’는 다짐이고, 가슴에 긋는 것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에 큰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몸 위에 긋는 것도 기도의 기본이지

만, 복음을 듣기 전에 내 몸에 긋는 세 번의 작은 십자가도 내 신앙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이

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365일 교리 I.Q.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

1.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저 (        )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     ) 데에

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     )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      ) 넣었기 때문이다.”

2.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인 모리야 산에 아브라함이 직접 지어준 

이름은 무엇인가요? (힌트 : 창세기 22장 14절)

    ➀ El Elyon(엘 엘리온)                 ➁ Jehovah-Nissi(야훼닛시) 

    ➂ Jehovah-Jireh(야훼이레)              ➃ Jehovah-Sabaoth(야훼사바옷)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http://youth.cccatholic.or.kr ‘금빛은빛 퀴즈방’에 정답을 남겨 주세요. 

     본당과 학년, 이름과 세례명을 꼭 써 주세요. 예쁜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짱! 신부님의 선물이 있는 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