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 요한복음 20:1-10 /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옮겨진 무덤 문과 세마포 수의, 개켜진 머리수건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 한 부활의 증거를
목도하면서도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은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순
간에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 문에 부활을 부활로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
리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1. 마리아, 자기 확신에 빠져 불안해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이 되자마자 일찍이,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향했습 니다. 예수님의 시
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놓았 던 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았다고 확신하 고, 이제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만 몰두하였습니
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무덤 밖을 울며 계속 서성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알아보지 못하며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자기 확신은 부활의 기적을 보고도 기적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늘 인간 이 성의 범주 안에 있고, 반면 하나님의 일은 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안 된다는 부정적인 확신에 빠져 불안해한 적은 없습니까?
2. 제자들,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 리아의 말대로 돌문
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 포 수의와 머리수건이 놓여져있었습니
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아 사라진 것 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도굴꾼이 값나가는 새 세마포
수의와 머리수건을 굳이 놔두 고, 시신만 가지고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주셨 던 인자의 부활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듣고 넘겼기 때문에, 자기 좋을대 로 해
석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 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
다. 감격스런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시신을 훔쳐갔다는 혐의 를 쓰게 될까 오히려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나 좋을대로 해석하여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3. 우리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과는 달리,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잘 압니다. 또 예수님 이 살아계신다는 증
거를 우리 삶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체험해왔고, 십자가 승 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도 많
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 리아와 제자들처럼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
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
수님의 능력 은 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안된다는 부정적인 확신에 빠져 부활의 능력을 잃지 마십
시오. 또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 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 을 붙들고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미션]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부활절 칸타타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드리며 마음에
되새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