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6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2021년도 부활감사주일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불가능성과 불신뢰성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부활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매우 상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며, 그들이 취한 자세는 지극히 타당하며 “부활” 앞에서 모든 인류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후, 의심없이 믿고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과학이나 역사가 수많은 증언이나 자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두 제자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소름이 끼쳐집니다.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곰곰히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사실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문제와 더불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에 대해 고민을 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시에 연합된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그 고민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고통의 자리가 싫고 괴롭고 억울하고 지겹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시온의 온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a. 수요말씀묵상지가 한 주간 밀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4월 

14일)에 이번에 받으시는 묵상지로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예배 후에 주일친교가 재개 되었습니다. 장소는 날씨에 따라 조정됩니다. 

c. 저희 교회가 속한 볼티모어 카운티는 지난 3월 12일부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의 인원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제 건물수용인원의 10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d. 주일학교 예배 재계도 주정부의 방침 및 볼티모어 카운티의 방침에 따라 질서있게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