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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everyone doing? I hope you find some comfort in knowing the entire city, country and world is go-
ing through this terrible time of testing and uncertainty. The big question isn’t “When will this nightmare end 
so we can get all back to normal?” but rather “What has this experience taught us?” and “What will our new 
normal look like?” Truth is, the normal world and life we left on March 15 is gone for good. It is never return-
ing. We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a better normal so that in the future neither we nor other generations 
need to go through this, at least not in the same maddening, unprepared and chaotic way. 
 
 When our Lord rose from the dead, he first appeared to Mary Magdalene who stood outside his tomb weep-
ing. She thought someone had moved or stolen Jesus’ body. When she saw him, she mistook him for the gar-
dener. She only recognized him when he spoke her name. Overcome with joy, she clung to his feet. But he 
warned her, “Do not cling to me.” Their new post-resurrection normal would not resemble their pre-
crucifixion normal. Their relationship had transformed. Likewise Thomas, who we hear about in today’s gos-
pel, was reluctant to believe Christ had risen from the dead. Indeed, he doubted to the point of saying he’d 
never believe unless he saw Jesus with his own eyes and probed Jesus’ wounds with his own finger. And Je-
sus, despite Thomas’s doubt and the locked doors, appeared 
to him and showed him his wounded hands and side. Thom-
as’s honest doubt gave way to the greatest expression of 
faith, saying of Jesus, “My Lord and my God!” 
 
 The world did not change just because Jesus rose from the 
dead. The world was still a hostile, dangerous and sinful 
place. But Jesus had changed. And once the apostles encoun-
tered Jesus—and received the Holy Spirit—they also 
changed. And then they had the power to go out and change 
the world, making it a better place as God intended. In the 
middle of this pandemic, let us reaffirm our faith in the risen 
Lord. Let us honestly express our doubts. Let us encounter 
Jesus in our lives despite our fears. And then let us join the 
apostles by going out and changing the world into the place 
God intended: our new normal!  

By Fr. Joseph Veneroso, M.M.  

Faith And Doubt 
< Second Sunday of Easter • Divine Mercy Sunday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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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

다. 오늘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라 명명하고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고양하기 시작한 것은 그

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부활 2주일을 

‘하느님 자비 주일’로 지내기로 결정했으니 올해 

1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은 폴란드의 파우

스티나 수녀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발현하시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신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

다.”라는 글귀를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 상본이 

현재 우리가 자주 보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입니

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광

장에서  2000년 4월 30일 시성 되어 성인이 되셨

습니다. 그분의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은 세 가

지로 요약됩니다.  
 

 1)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       

과 우리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2)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여 받은 그 자비를 이

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비는 갖고 쥐고 있으면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

는 신비입니다.  
 
 3)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비는 용서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

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

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

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를 들면 고백성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사함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

고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바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서 

두 줄기 빛이 나옵니다. 바로 성체와 교회를 상징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 셋 이상이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

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이 됩니다. 그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그 자비를 풍성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자비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의심에 빠집니

다. 의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인데 의심이라는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의심이라는 믿음은 

화해와 화합의 믿음이 아니라 분열과 미움의 믿음

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수난과 죽음으로 보여준 사랑과 부활

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 바로 파스카 신비입니

다. 따라서 이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부정적인 의심을 넘어 하

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귀의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

랑은 용서의 사랑이고 화해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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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마음입

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누고, 
그 자비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 기도 방법 
 

1.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1번씩                

    바친다. 
 
2. 각 단 시작의 큰 묵주알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3. 각 단의 10개의 작은 묵주알 각각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4. 5단을 모두 바친 후: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3번 반복)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

차게 흘러나온 거룩한 피와 물이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호경



         미사 봉헌                                                                              2020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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