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84해) 2015년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지혜서 3,1-9

* 화 답 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2독서 : 로마서 8,31ㄴ-39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바오로딸 콘텐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 영어로 읽는 복음말씀 ➷➹➸➷➹➸ 

Lk 9,23-26 The Conditions of Discipleship

Then he said to all,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What profit is there for 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lose or forfeit himself?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daily [déili]  ① 매일의  ② 일상적인  ③ 날마다     

*profit [prάfit]  ① 이익  ② 수익  ③ 이윤         

*gain [gein]  ① 얻다  ② 증가하다  ③ 이익  ④ 획득하다          

*forfeit [fɔ́ːrfit]  ① 몰수  ② 벌금  ③ 상실하다          

*ashamed [əʃéimd]  ① 부끄러워  ② 창피한  ③ 수치스러운     

*glory [glɔ́ːri]  ① 영광  ② 기뻐하다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설악동 성당 주임 윤장호 시몬 신부님

                   

금빛 은빛 친구들, 한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럴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몰라요.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

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 정도로 끝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

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방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주님을 통해 참 기쁨과 평화를 얻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금빛 은빛 친구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용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

는 여러분이 되세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15. 한국 최초의 성직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➀ 절두산       ➁ 새남터       ➂ 갑곶       ➃ 갈매못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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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당첨자                        

진실로 진실로, 사람의 아들, 생명, Amen, amen, the Son of Man, life

옥계3 김혜아 대건안드레아 / 진부2 김명근 니꼴라오 /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교동5 박재민 사도요한 / 교동4 박하빈 루시아 /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애막골2 문태식 안셀모 / 애막골 유치부 문태환 아도 / 애막골5 이진명 클라우디오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네스 / 애막골2 이서연 클라우디아 / 애막골3 김예원 에스텔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 애막골3 유현서 크레센시아나

애막골2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3 조경준 발렌티노 / 애막골2 서호윤 카타리나

김화5 박정민 요세피나 / 스무숲2 김래현 보나 / 스무숲3 김도윤 토마스아퀴나스

스무숲6 김혜원 카타리나 / 스무숲3 조수오 프란치스코 / 스무숲2 홍은의 미카엘라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➁

새남터는 한국 최초의 성직자인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곳이고, 주로 주교와

신부들이 처형된 곳입니다. 한양성 밖 남쪽 한강변에 있던 새남터는 일명

‘노들’ 혹은 ‘사남기’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조선 초부터 군사들의 연무장으로

사용되었고, 국사범을 비롯한 중죄인의 처형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이곳에서 처형당한 뒤 새남터는 수많은 신앙의 증거자

들이 순교의 성혈을 뿌린 영광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후 1839년 기해박해 때 앵베르와 샤스탕 신

부, 1846년 기해박해 때 김대건 신부, 현석문, 1886년 병인박해 때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볼

리외, 도리,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등 5명의 신부와 정의배, 우세영 등의 평신도들이 이곳에서 순교

하였습니다. 갑곶 성지는 병인박해와 신미양요 때의 박해로 인한 순교 성지로 인천교구 소속 성지

이고, 갈매못 성지는 병인박해 때의 순교지로 대전교구 소속 성지이며, 여기에서 순교한 5명은 모

두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 365일 교리 I.Q.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

* (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      )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     )와 (        )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Whoever is (           ) me and of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          ) and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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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