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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who Jesus appears to: Mary Magdalene as she wept outside the empty tomb; the fearful 
apostles hiding behind locked doors; the cowardly Peter who wasn’t worthy; Thomas, the doubter, 
who wanted to see with his own eyes. And one of the more dramatic appearances: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We can probably identify with them more than with any of the others. They 
were traumatized at the events of the past weekend. The arrest, torture, and crucifixion of Jesus left 
them in shock. The reports of his empty tomb and people claiming to have seen him risen filled them 
with confusion. When a stranger walks beside them and asks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they were 
incredulous. That’d be like someone asking what this Covid19 thing is all about. 
 
  The stranger talks about the scripture passages that explain how the messiah must be rejected, 
beaten, crucified and die, and on the third day rise again. Have you ever discussed your faith or the 
Bible with someone and suddenly felt you are 
no longer alone? That must be like what the 
two disciples felt. They pressed the stranger to 
stay with them. But they only realized who he 
was when, at supper, he took brea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to eat. And 
then he disappeared! Despite the danger in Je-
rusalem they were fleeing, the two ran back! 
The good news that Jesus was truly risen, and 
that he is recognized in the breaking of bread, 
was too wonderful to contain despite any 
threats or dangers. Let us also look for Jesus in 
our doubts, in our fears, but most of all in our 
wounds. The Eucharist is God’s promise to be 
with us in the breaking of bread, the sharing of our 
stories and the highs and low points of our lives.  

By Fr. Joseph Veneroso, M.M.  

With Burning Hearts  
< Third Sunday of Easter >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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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부활 제3주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생명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

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생명이 

살아 숨 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시어 고귀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생명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지만 하

느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

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과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

가 영원히 살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없었더라면 어차

피 한 번은 죽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

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

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으시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해 주십

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사람

의 죽음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으로써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

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서로 

경계하는 자세를 낳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인간 생

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초래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죽음의 그늘이 걷힐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

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부

활 시기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

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진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

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고

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동행하시

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제자들은 이렇

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

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

았던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타올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서 주시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불씨로 인한 것입니

다. 그분께서는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당신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그들이 다시 살아 숨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부활시기를 지내는 우리도 

죽음 속에만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희망 속에 살아갑

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희망의 끈을 놓칠 때가 있습

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이 타 종교인들에 

비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높은 편이기

는 하지만 그것도 절반 정도에 미칠 따름입니다. 특

히 가치관 형성이 과도기에 있는 젊은 층들은 대중매

체를 통하여 반가톨릭적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

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아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

게 어려움에 당면한 우리 사회에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총

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정말 참된 기쁨의 삶이란 무

엇인지 서서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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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잔인한 사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월

의 마지막 주일을 부활 3주일로 맞이합니다.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미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주일 미사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생이별을 한 지도 벌써 6주간이 

됩니다.  
 
 마치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

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벌써 6주나 주일 미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 성체
에 굶주린(?) 많은 분들이 언제쯤 성당에서 미사를 할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답은 역시 ‘모른다’ 입니다. 아
마도 뉴욕 주 Lockdown이 풀릴 때나 가능하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재 쿠우모 주지사는 5월 중순으로 보고 

있으니 예상대로 콜로나 바이러스가 현저히 줄어들
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 겨울을 봄을 기다리며 이겨내듯이 이번 사태도 
평상시로 돌아가리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러
니 다시 성당에서 주님의 미사 안에서 만나는 것도 

그리 멀리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움은 그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조차
도…… 

 
 기다림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성당을 찾아와 교무금
을 내주시고, ‘매일 미사’ 책도 사고 또한 비록 성당 

안은 못 들어가도 주변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
을 자주 뵙니다. 반가운 모습들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 복음 (24: 13-35)의 유명한 ‘엠
마오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제자 두 명이 
낙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나그네를 만납니

다. 그 나그네와 성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 그 대화 속
에서 나그네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
리지만 아직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

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어 엠마오에 다다르고 두 제자는 나그네

를 저녁에 초대합니다. 식탁에서의 상황을 루카 복음
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

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30-31)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등장합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군중을 보리빵 5개와 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였던 기적입니다. (이 기적만이 4대 복음 
모두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당
신을 기억하여 빵 나눔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찬례의 
시작입니다. 빵 나눔에 주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입

니다. 오늘 엠마오 가는 길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벌써 6주째 성찬을 못 모십니다. 그래도 심령성체로 
위안을 받습니다. 열렬한 갈망은 성령으로 인해 그 부

족함이 채워집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성모님의 달 
오월도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서로 만납시다. 그리고 아무

리 답답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십니다. 안타
까움을 넘어 가슴이 미어지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만
도 없어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의 영혼을 위탁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위로도 주
님께 위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또한 예수님의 지극한 위탁 합니

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심령성체 기도로 우리와 함께 계

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부활 3주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흘러 기쁜 
한 주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심령성체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침묵 가운데 주님과 일치의 시간을 갖는다.]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심해진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이 진행 중

입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힘을 합

쳐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합시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우리의 정성  

         미사 봉헌                                                                              2020년 4월 26일 



오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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