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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rrection from the dead is a chief tenet of Christianity. We believe that, like Jesus, God will one day also 
raise up our mortal bodies to live forever. This is why we treat the human body with such respect. Not only is 
it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but Jesus also had a physical body like ours. And through baptism 
and the sacraments our bodies become temples of the Holy 
Spirit. To show us that Jesus has the power to raise the dead, 
today’s gospel tells the story of Jesus’ friend Lazarus. In He-
brew, it’s Eliezer “The one God helps.” 
 
 Jesus gets word that his dear friend is seriously ill, but he 
inexplicably delays going to see him until it’s too late. He has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Lazarus has died. Martha and 
Mary, Lazarus’s sisters, are home weeping. Martha goes out 
to greet Jesus. You can almost hear her frustration, “Lord, 
had you been here (sooner)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How often have we shared that very thought when someone 
we love dies? Why didn’t God save them? We don’t know. 
But we firmly believe Jesus has power over death. 
 
 Martha’s profession of faith echoes that of Peter: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Then when Jesus goes to the tomb and hears the 
weeping, an amazing thing happens: Jesus weeps. (By the 
way, this is the shortest sentence in the entire Bible.) Even 
though he is the Son of God, with power over death, Jesus is 
moved by the sorrow of others. This should give us great con-
solation and hope. Jesus feels our suffering. And this empow-
ers him to heal our suffering. With faith not only in Jesus’ 
resurrection but hope in our own, let us live our lives of disci-
pleship confident in the Lord’s abiding presence and power. 

By Fr. Joseph Veneroso, M.M.  

We Too Shall Rise! 
< Fifth Sunday of Lent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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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부제 

사순 제5주일  

 몇 년 전에 저명한 작가이며 신학자인 헨리 나

우엔(Henry Nowen)신부님은 갑자기 심장마비

로 세상을 떠난 로버트란 친구에 대해 이러한 이

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은 

어린 두 아이들이 아버지를 땅에 묻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아버지

의 장례식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여러 해 동안 가족들은 그의 무덤을 무

섭고  위험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에게 남편

의 묘지에 가족과 함께 가 달라고 부탁하자 큰아

이는 무서워서 안가겠다고 했기에 작은 아이만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일행이 잔디 위에 앉아 ‘친절과 온유함

의 아버지’라는 묘비의 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신부님은 ‘우리 언제 이 곳으로 소풍을 오기로 합

시다. 여기는 다만 죽음만을 말해 주는 곳이 아니

라 또한 생명의 기쁨도 알게 해 주는 곳이기 때문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큰아이도 엄마와 동생의 권유를 따라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무덤을 가게 되었습니

다. 

 

 얼른 생각하기에 무덤 위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

씀하셨고, 우리도 그 분부를 따라서  예수님의 수

난 하심,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모든 미사에

서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

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죽으

심과 하느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

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모두 부활하리

라는 희망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부활한 우리를 위해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일찍이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 본 적도 없는 천상의 아름

다운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

나 병균이 우리에게 노심초사 불안감을 안겨주

지만, 결코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 될 수

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시련이 있는 시

간은 또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함

께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

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시간과 노력을 바치

고 사랑하는 당신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선

익을 내리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부활의 희망으

로 오늘의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서 서로 위로하고 이겨내도록 합시다. 

 사순절 벌써 다섯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주일 미사를 못 한지 두 

번째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역설적이게도 

미사의 고마움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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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주일 습관처럼 준비하고 참례하는 듯한 느낌

이 있던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에서 오는 의무감

으로 (흔히 말하는 ‘고백성사’하기가 무서워서…… ) 
미사에 참례하는 경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미사의 은총

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삶의 아

이러니입니다.  
 
 이번 주일의 복음(요한 11: 1-45)은 라자로의 죽음

입니다. 예수님과 참 친한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타

의 오빠 라자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와의 일화는 참 잘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타와 예수님 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와의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대

접하려 분주히 일하는 마르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을 열심히 들어주는 마리아가 하느님께는 더 예쁘

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분주함 속에 묻혀 하느

님의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

인가를 잘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일화는 그 두 자매의 오빠 라자로

의 급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망연자실한 두 자매는 

예수님을 찾지만, 때마침 예수님은 출타 중이셨습

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르타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

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으리라고 아쉬운 마음에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되는 라자

로를 살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북받치는 마음으

로 말씀하십니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이 명령

은 바로 그 어떤 기적의 행위보다 커다란 힘을 갖습

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은 죽음보다 큰 생명의 권위

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라자로가 아파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

수님의 말씀,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

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

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4) 오늘 주

님께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창밖에는 엠블

란스의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어지러이 허공에 

흐트러집니다. 누군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벨이 울립니다. 우리 본당 식구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비보입니다.  
 
 “주님께서 라자로의 병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

야 합니까? 이 혼돈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

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나자

로야, 이리 나와라.” 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

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 상황을 슬퍼하시며 

북받치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

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25-26) 
 
 쉴 새 없이 허공을 날카롭게 가르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사이로 간간히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
리고 정원에는 봄꽃들이 속절없이 흐드러지게 피

어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봄은 익어갑니

다. 그리고 절박한 바람을 봄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이 봄이 완연히 익을 때 이 혼란도 정리되고 평화

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맴돕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부고] 이 글을 쓰는 중에 보고받은 코로나바이러

스 피해자는 ‘박재민 베드로’ 요셉회 초대 회장님

입니다. 올해 90세로 자매님 병간호로 병원에 다니

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오늘 목요일 오

후에 선종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본당 식구 중 첫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위해 기도 중

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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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님들에게  

조금이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신용조합은 4월, 5월 2달동안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 월 납부액 연체료 면제 유예기간으로 정하였기에 상황이 여의치 못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신용조합 론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저희 신용조합은 조합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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