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3.10    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  여호수아기 5,9 ㄱㄷ, 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축제를 지냈다.> 

제 2 독서  :  코린토 2 서 5,17-21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   루카  15,1-3.11 ㄴ-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서 

첫소출을 해서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소출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백성들을 이끌어주셨던 하느님은 이제는 

백성들이 새땅에서 자력으로 스스로 먹고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 라고 하십니다.  다음주에 저는 우리교구내  종신부제후보자들의 교육을맡게 되어있는데 

주제가 바오로서간이기때문에 그 덕택으로 요즈음 바오로서간문 14 권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한믿음안에서 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이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단하나 하느님의 자녀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가르침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인, 한국인, 멕시코인등등의 구별은 오직 인간의 잣대입니다. Unity of 

Diversity 즉 “ 다양성 안에서 하나로 ! ” 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서로 다른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일상의 삶안에서 이웃 민족들을 

내민족과 같이 하나로 여기고 있는지요 ?  우리는 그래야만  올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수 있습니다.  

구분, 차별은 마귀의 작난입니다. 유럽에 가면 사람들을 얼굴 색갈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우월민족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 역시 

인종 차별을 많이 하며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흑인이나 히스페닉은 업신 여기면서 

백인들은 우리보다 더 위라고 그들을 어려워 하는모습을 종종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의 

잘못된사고 방식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도달할수 있는 거리를 

40 년이나 걸려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도,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사고 방식들을 새롭게 

정화시키기위함 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생활을 40 년, 60 년,또는 80 년을 하였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새롭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망나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망나니의 

처지에 놓였을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게 될런지요 ?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을 매달기도 합니다. 이유는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 그래서 죽고 싶어서, 요즘은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기도 한다고 한국 뉴스에 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방탕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더이상 아들의 신분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죄를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종노릇이라도 하려고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 하더라도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돌아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  또한 복음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화난 표정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당당하게 따져댑니다. “ 저는 여러해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번도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마리 주신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털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  이에 

아버지는 내것이 다 네것이 아니냐고 타이르십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망나니같은 처지가 

되었을때에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직 자기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자신들은 

작은 아들과 같이 많은죄, 육신의 죄  마음의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혹시  큰아들과 같이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지요 ?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것입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요.  행복은 내마음안에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서도 

움직이시지를 못합니다. 하느님은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남을 

용서하며 가진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기쁘게 살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와 주십사고 이 미사중에 

기도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