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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발현하신 예수님 알아보기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에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이 있
습니다. 그중에서 수덕생활의 수덕은 닦을‘수( )’와‘덕 덕
( )’으로 이루어져 글자 그대로‘덕을 닦는다’즉‘덕행에 정
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그리스말에는‘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한
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교에서 덕행을
수련하는 일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개인적인 일들을 참아가며 매일 열심히 반복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사도들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퍼뜨림으로써 예수님
과의 추억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실천하는 수덕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공유
하는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참여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완덕을 이루어 하느님을 만나는 체
험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나태해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매일 열
심히 덕을 닦아야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예수님
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2001년 봄 BBC 방
송국에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발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로 추정하는 그림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세기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골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값으로
작성한 얼굴은 예술가들의 상상에 의해 그려진 유럽 사람의 모
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습이 실재 예수님
의 얼굴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얼굴을 가지
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에 흥미
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발현하신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발현
하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여기다가, “마리아야!”라고 부르시
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요한
20,11-18 참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한나절을 함께 걷던 분
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
어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루카 24,13-35 참조)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글 사도 3,15 / 그림김윤경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물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
과 함께했던 친숙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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