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어린이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어린이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신부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638 다해) 2016년 9월 25일 연중 제26주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은 언제나

금 빛 은 빛
* 제1독서 : 아모스 예언서 6,1ㄱㄴ.4-7

* 화 답 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제2독서 : 티모테오 1서 6,11ㄱㄷ-16

* 복   음 : 루카 16,19-31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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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단어 찾기 퍼즐

                                                

U N I Q U E B C

E S M A H N R K

G F I I K E E I

A O S S A I A D

M U D T E N T S

I R E W W N H N

D D N O S R E P

H U M A N S D G

 어떤 단어 인지 볼까요?

Breathed, Created, Four, Genesis, 

God, His, Humans, Image, Kids, Own, 

Person, Two, Unique

왼쪽의 단어를 위 

보물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정방향, 역방향으로

숨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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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e [briː ð] 숨쉬다, 호흡하다

*create [kriéit] 창조하다

*genesis [dʒénəsis] 창세기

*human [hjúːmən] 사람

*image [ímidʒ] 인상 이미지

*kid [kid] 어린이

*own [oun] 자신의 

*person [pə́ːrsn] 인간, 개인

*unique [juːníːk] 독특한, 고유의



우리들의 짱!짱신부님!  
                          솔모루 성당 보좌 이지목 안셀모 신부님

    

               

 찬미 예수님!

요즘 잠시 세상을 둘러보다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많이 바쁘지 않나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사실 그토록 바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더 멋진 옷을 입고 돋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용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등.

그런 까닭에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 부족하고 모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그토록 바빠서 잠들기 바쁜 사람은, 매일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해보는 즐거움과 내일을 기대해보

는 희망이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매일 매일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설레임을 잘 

모르겠지요.

남들 눈에는 가난해보여도, 더 소중한 것을 잘 느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안녕!

                              금빛은빛교리시간        

       
                                  

          
          

    

                   

               169. 예수님께 야단맞은 나무는 무엇인가요? 

           

           ➀ 사과나무    ➁ 무화과나무    ➂ 포도나무   ➃ 겨자나무

       



08/28

정답 & 당첨자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 먼 이들, 보답, 부활

양양2 노의진 에스텔 / 양양4 노형진 예로니모 

주문진4 김소현 마리아 / 주문진6 이민지 카타리나 

 노암동3 임현진 효주아녜스 / 노암동5 임유빈 대건안드레아

교동5 박하빈 루시아 / 교동6 박재민 사도요한

거진4 탁민하 이멜다 / 거진5 간유희 로사 / 솔올3 배상훈 알비노

 철원3 이희은 마리스텔라 / 철원6 류하린 마리아 / 철원5 서승주 프란치스카 

홍천3 이도연 임마누엘 / 원통6 한효성 도미니코 / 현리5 김서연 세실리아

거두리2 이승연 클라라 / 거두리3 김아연 안젤라 / 거두리6 한승훈 다미아노

애막골3 변재민 라파엘 / 애막골3 조혜인 로사리아 / 애막골3 이서연 클라우디아

   애막골4 조경준 발렌티노 / 애막골5 박도은 효주아녜스 / 애막골6 이진명 클라우디오

  만천1 신홍주 바실리아 / 스무숲 유치부 박민준 미사엘 / 스무숲1 박민정 그라시아 

 스무숲2 김시원 경환프란치스코 / 스무숲3 김래현 보나 / 스무숲3 홍은의 미카엘라 

 퇴계3 김윤지 아가페 / 퇴계3 전민경 세라피나 / 후평동6 심예은 마리아  

죽림동 유치부 박준우 토마스 빌라노바 / 죽림동1 박자희 크리스티나 / 죽림동1 오병준 프란치스코  

금빛은빛교리해설   

정답➁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화려한 성전 건축물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태 21,18-22; 마르 11,12-14).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365일 교리 IQ >

1. (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    )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  )을 찍어

제 (  )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  )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   )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   )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  )를 받고 너는 (  )를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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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