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신부님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신부님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585해) 2015년 9월 27일 한가위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요엘 예언서 2,22-24.26ㄱㄴㄷ

* 화 답 송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14,13-16

          그림 : 오마리아 수녀,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 



➹➸➷➹➸ 영어로 읽는 복음말씀 ➷➹➸➷➹➸ 

Lk 12,16-21 Parable of the Rich Fool

Then he told them a parable.

“There was a rich man whose land produced a bountiful harvest.

He asked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do not have space to store my harvest?’

And he said, 

‘This is what I shall do:

I sha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There I shall store all my grain and other goods 

and I shall say to myself, 

‘Now as for you, you have so many good things stored up 

for many years, rest, eat, drink,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to whom will they belong?’

Thus will it be for the one who stores up treasure for himself

but is not rich in what matters to God.”

*parable [pǽrəbl]  ① 우화  ② 비유  ③ 비유하여 이야기하다    

*harvest [hάːrvist]  ① 수확  ② 추수  ③ 생산            

*store [stɔːr]  ① 가게  ② 저장  ③ ~을 비축하다   

*barn [baːrn]  ① 헛간  ② 외양간  ③ 차고     

*treasure [tréʒər]  ① 보물  ② 소중히 하다  ③ 부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설악동 성당 주임 윤장호 시몬 신부님

                   

금빛 은빛 친구들, 한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들은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날인가요? 단순히 일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모여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서 전구해주시는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 하

시지요.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모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세요.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오늘같은 명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외롭게 지내게 되지요. 친척이나 이웃들 

안에서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빛은빛교리시간

      

          
            
            
     
  
  

        115.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➀ ‘순교’를 뜻하는 히브리어 ‘무트’는 숫자 ‘9’를 상징하므로

           ➁ 동양권의 풍속 중에 숫자 ‘9’는 목숨을 바치는 행위처럼 중대한 

              사건에 사용되므로

           ➂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33위가 9월에 순교하였으므로

           ➃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한 것이다.

         
 

교리지식이 쑥쑥 자라요!



8/23

                             정답 & 당첨자                        

영, 육, 영, 생명, spirit, flesh, spirit, life

홍천2 이도연 임마누엘 / 홍천5 김가현 대데레사 / 홍천 유치부 허고든 헤드비제

홍천1 김성태 대건안드레아 / 교동4 박하빈 루시아 / 교동5 박재민 사도요한

애막골5 이진명 클라우디오 / 애막골4 박도은 효주아네스 / 애막골1 노의진 에스텔

애막골5 안태경 사도요한 / 애막골3 안민규 가브리엘 / 애막골2 이서연 클라우디아

애막골3 노형진 예로니모 / 애막골4 채현희 보나 / 애막골3 김예원 에스텔

애막골 유치부 문태환 아도 / 애막골2 문태식 안셀모 / 애막골2 조혜인 로사리아

애막골3 조경준 발렌티노 / 주문진3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5 이민지 카타리나

갈말2 송유진 / 솔올3 김채현 루피나 / 솔올6 김나현 플로라

스무숲2 김래현 보나 / 스무숲2 홍은의 미카엘라 / 스무숲5 김호준 요한보스코

운천4 강가영 그라시아 / 운천6 강민정 데레사 / 운천6 김윤수 루치오

운천4 김준수 보나벤투라 / 거두리5 한승훈 다미아노

원통3 황다영 젬마 / 원통6 황성현 레오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 ➂

순교자라는 말은 ‘증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에서는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충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일찍이 9월을 한국 순교 복자 성월로 정하여 순교 복자들을 공경하여 왔으나,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전원이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오르게 됨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정에 의해 한국 

순교자 성월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순교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하지만(교회헌장 42) 순교자 성월 동안에는 특히 선조들

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생활하면서 신앙 쇄신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 365일 교리 I.Q.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

* (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 “(      ) 자야, 오늘 밤에 (      )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

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   )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       )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 “You (    ), this night (      ) will be demand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to 

whom will they belong? Thus will it be for the one who stores up (      ) for himself but is (  

        ) in what matters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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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