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장 교재(3월) 

가. 관찰질문

1)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13절)? 
-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2)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16-18절)? 

-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명사는 무엇일까
요(17-19절)?

-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I 라는 1인칭 단수 주격이 모두 6차례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My 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모두 5차례 나옵니다.  

4) 부자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
까?(19절) 

-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나눔질문
1) 예수님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고자 부탁한 그 사람의 

명령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의 역할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

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누가 옳은 지 중재를 하신다고 해 봤자 두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탐
욕이 더 옳은가 판정되는 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끼어
들지 않으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본문에 부자가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
다. 그러나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까요? 

- 그는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누가 비옥한 땅을 주셨는지, 누
가 하늘에 햇빛을 주셨는지, 누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
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
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
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3)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스
스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삶을 보며 느낀 바는 무엇
입니까?

-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
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 자기의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였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4) 부자의 관심은 곧 찾아오게 될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현
세에서 누릴 쾌락에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세와 죽음 이후의 삶 
중 어디에 관심이 더 있습니까?  

- 부자는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될 쾌락에
만 관심이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원 
없이 향락을 누리며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미 정하여진 길입니
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 적용질문 
1) 유산 나눔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심을 물리

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탐심이란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

리킵니다. 본절 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탐심”이란 “물질”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히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서로의 간증과 신앙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
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부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수가 좋아서 부유해졌다고 그
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께로 왔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
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
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보세요. 

3)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밖에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
었습니다. 자기 넘어 밖에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
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할 뿐마 아니
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극적으로 인
생을 마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예수님은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
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비유를 마칩니다. 우리
의 삶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 부자는 자신에게는 부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그 재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그 물질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과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