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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3월 22일 

김철희 시몬 신부  

사순 제4주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음성 꽃동네에 갔을 때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함

을 겪는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도록 붕대로 눈을 가렸고 목발을 짚은 

다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등산로를 걸었습니다. 그

렇게 두세 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기

까지 눈을 가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걸었는데 

그때 처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불편함 또는 어려

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이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기

억에 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잊곤 합니다. 그런 

한편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

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오늘 복음 환호

송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

씀처럼 세상의 빛이신 하느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는 세상에 나면서부터 빛을 보여주지 않으시는지 의

문이 생깁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자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예

수님께서는 당연히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는데 왜 처음부터 눈

먼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후 

바리사이들이 논쟁을 벌일 때 어떤 이가 “죄인이 어

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라고 한 것을 보

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표징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

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직접 계신 

것이 아니니 눈먼 사람이 시력을 되찾는 표징이 일어

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빛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느

님의 일이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느

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

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득 인터넷을 통해 이슈가 됐었던 한 동영상이 떠

올랐습니다. 이미 책으로 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

동을 전해주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

입니다. 저자는 딕 호이트로 아들 던 예거와의 이야

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던 예거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 산소가 중단되어 뇌성마비와 전신

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의사가 포기할 것을 권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딕 호이트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달리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딕 호이트는 아들 던 예거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미국 대륙 횡단이라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

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하
느님의 일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

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느님의 일을 드

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단의 이태

석 신부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끄신 하느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

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은총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

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오늘 복음

의 눈먼 사람과 같은 이들을 돕고 하느님의 일을 한

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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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어두운 골

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 화답송 시편 23) 
 
 미사가 없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만감이 교차합니

다.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마워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사가 없어도 

임마뉴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믿기에 또 위안을 받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

습니다. 역시나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의 깊이도 더 깊

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알량한 믿음도 하느님께서

는 아버지 마음으로 대견해 해주시길 믿습니다. 돌아

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웃을 일이 별반 없는 요즘 그래도 웃는 연습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흔한 말로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

서 사회학자나 의사들의 의견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

험보다도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거리두기가 

주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사회 거리두기 (Social Distance)를 지키

면서도 서로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힘

든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독서 중 화답송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50편의 시중 가장 백미 중의 하나가 바로 23편입니

다.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바

로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

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입니다. 당연히 사제의 입에

서나 정치가의 입에서 또는 많은 지도자의 입에서 웅

변처럼 되뇌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꼭 기억해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 하지만  힘이 되는 구절입

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씀하십니

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라
며 당부하십니다. 빛의 자녀. 결국 어두운 골짜기의 빛

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밝음은 웃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밝음은 

베드로의 회개의 울음 같은 눈물에서 나옵니다. 우리

의 밝음은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언제 다시 주일 미사를 우리 본당 식구들과 함께 드

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밝음으로 이 어두운 골짜기

를 밝히며 그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짜기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

운 춤을 출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없이 올립니다. 웃으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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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비상 운영 방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뉴욕 주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본당을 운영합니다.  
이는 우리 교구의 성당 운영 방침이며, 우리 교구 교구장이신 니콜라스 디마지오 주교님의 명령으로 

2020년 3월 20일 정오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성당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닫습니다. 아무도 성당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사무실도 문을 닫습니다. 모든 업무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

랍니다. 전화 문의는 아침 9시에서 5까지입니다. 

3. 올해의 사순 시기 동안 금요일 금육제는 관면됩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장례 미사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덤 예식은 꼭 

필요할 때 장지(Cemetery)에서 가능하지만 무덤 예식도 당시 Cemetery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미사는 불가능하지만 후에 추모 미사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5. 혼배 예식이나 미사도 불가능합니다. 혼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6. 고백성사는 꼭 필요한 비상시에 가능하며, 이때도 가능한 야외에서 하도록 하며 사회 거리 두

기를 염두에 둡니다. 

7. 면담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은 디마지오 주교님의 명령으로 교구 모든 성당에서 예외 없이 시행됩니다.  

우리 본당의 사제 남희봉 벨라도 신부와 저는 최대한 우리 본당 식구들을 위해 전화나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를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

복하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본당 신부 김문수 앤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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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Lent                                                                               March 22, 2020 (Year A)  No. 2466 

 Remember last Ash Wednesday? We were all thinking about what to give up: desserts? Choco-
late? Video games? Movies? Or should we do something positive, like pray a daily rosary, do spir-
itual reading, or do a corporal act of mercy such as help at a soup kitchen or donate to a homeless 
shelter? Then along comes coronavirus and Covid19 and suddenly Lent got real. 
 
 No school. No work. No restaurants. No movies, concerts or parties. No church! Not just us, not 
just New York City, but the entire world has gone into a veritable wilderness of social distancing 
known as isolation and quarantine. The temptations that faced Jesus in the desert now face us. The 
Tempter wanted Jesus to use his power for himself. Forget about “those people.” Satisfy yourself. 
How different is this from trying to buy a vaccine only for (presumably white & rich) Americans? 
Or getting Jesus to jump from the Temple to prove he’s the son of God. How different is that from 
people thinking they’re special and don’t need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virus, thus putting all 
the people they meet into danger? Jesus was offered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if he’d only 
kneel to Satan. How many so-called Christians today are willing to bend the knee to the Evil One in 
exchange for finally realizing their life-long goal? 
 
 Today’s gospel is about Jesus curing a man born blind. Despite this clear sign from God, the so-
called religious scribes, Pharisees and Sadducees let their pride blind them to the truth. And so it is 
with us today. Our stubbornness and ignorance blind us to the obvious presence of God active in 
our midst. So who is really blind, and who really sees? 
 
 As we go through this time in the desert, let us use the opportunity to seek God’s will, to offer up 
all our sacrifices, but most of all to thank God for all the blessings we took for granted: our health, 
our safety, our families, our school, our workplace and coworkers, our faith, our religion, and the 
Mass. May we see this time as Gods call to us to take better care of one another, especially the el-
derly and the weak. 

A Lent Like No Other 
< Fourth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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