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신부님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634 다해) 2016년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 화 답 송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 히브리서 12,18-19.22-24ㄱ

* 복   음 : 루카 14,1.7-14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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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d Search <Bible Words>
                             성경 단어 찾기 퍼즐

                                                

D E R E G N A M

O N V P L A M B

O O E R B I E S

L L L A D N M U

B A B Y M O L S

I T I E E A G E

V O B R E H R J

A N I M A L S Y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Animals, Bible, Blood, God, Jesus, 

Lamb, Love, Manger, Mary, Noah, 

Not alone, Prayer, Smile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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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ǽnəməl] 동물

*bible [báibl] 성서

*blood [blʌd] 피, 혈통

*god [gad] 신, 하느님

*Jesus [dʒíːzəs] 예수님

*lamb [læm] 어린양

*love [lʌv] 사랑하다

*manger [méindʒər] 구유

*not  [nóut-] 아니다

*alone [əlóun] 홀로

*prayer [prεər] 기도

*smile [smail] 미소(짓다)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싱가폴 한인 성당 보좌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

                   

찬미 예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사는 싱가폴 한인성당은 2달여의 주일학교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는 날이

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며 학교에서도, 성당에서도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되셔요. 그런데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 

하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가 되라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복음 속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공부든, 외모든, 혹은 운동이나 춤, 노래 등 다른 친구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들이 있진 않았나요? 때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친구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깎아 내리려 했던 적은 없

었나요? 때론 거짓으로 나를 꾸미려 했던 경험은요? 

사실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잘 하는 것을 남 앞에 드러내고 인정과 칭찬

을 받고 싶어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요.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나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내

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나 스스로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훌륭한 하느님

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지니려 애쓰면 좋겠어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66. 묵주기도는 어떤 성인과 관련이 있나요?

           ➀ 베네딕토

           ➁ 도미니코

           ➂ 바오로

           ➃ 이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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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당첨자    

목숨 , 차지 ,재화 , 부유 

양양2 노의진 에스텔 / 양양4 노형진 예로니모 

주문진4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6 이민지 카타리나 

교동5 박하빈 루시아 / 교동6 박재민 사도요한 

 거두리3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6 한승훈 다미아노

 애막골3 변재민 라파엘 /  애막골3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4 조경준 발렌티노

현리5 김서연 세실리아 / 갈말3 송유진 제노비아 / 만천4 박영재 베드로

애막골3 이서연 클라우디아 / 애막골5 박도은 효주아녜스 / 애막골6 이진명 클라우디오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➁
실에 꿴 묵주 알을 만지면서 10번의 성모송과 1번의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한단으로 하여 기도문을 암송하는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13세기경 이단 세력의 위협에 ‘성 도미니코’가 묵주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자 이단의 세력도 점차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생애에 중요한 순간들을 묵상하며 바친

‘도미니코 묵주기도’가 생겨났고 이는 급속도로 퍼져 나가다가 1830년

이후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여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호소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

1.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

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       ), (       ), 

(             ), (          )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

다. 의인들이 (      )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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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