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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t a Glance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몰라

보다니요! 잠시 스쳐지나갔던 거리의 행인

이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응원한 팀이 지고나

서는 응원했던 이들은 허탈하게 집에 돌아

갑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스포츠에 일희일

비하는 소견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스스

로를 다독이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

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는 머릿 속에서 패배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아니, 아예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보았으

나,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

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열렬한 지

지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

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나는 원

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에 목매어 살던 사

람도 아니고…”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

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

람부터 시작해서, 괜히 예수라는 사람에게 

얽혀서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모른 

척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 버리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열렬한 추종

자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

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마는 부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거늘 (눅 24:13-16)

엠마오 (Emmaus Nicopolis). 엠마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교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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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소식 앞에서도 직접 확인하

지 않으면 믿지 못겠노라고 공연

히 말했습니다 (요 20:24-29). 

    도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또 한 무리의 제자들

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예수님께

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
오로 가고 있었지요 (그 중의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18절)). 엠마오
로 가는 그들에게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낯선 사람”이라

고 제가 표현하기는 했으나, 예수
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낯선 사람

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

지만 해도 함께 했던 존경하는 선

생님(랍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수
님을 몰라보다니요!

    엠마오의 교회 터에 걸터 앉아

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 하

신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다보니, 

예수님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토록 그 분의 “주님” 되심과 “메
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

여 주었지만, 감히 “제자”라고 불

리던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 (19절) 였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

였으나,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
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도 아니라, 그저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와 같

은 “사람” 중의 하나로 여겨왔으

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

던들 그 분이 불과 사흘 전에 돌아

가셨던 “그 분, 예수님”이라고 어

찌 상상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달변이어서 율법 학자와 서

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절대

로 지지 않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기적도 행하는 “유다 땅

의 유명 인사”로 예수님을 이해했

고, 그런 예수님과 남들보다 더 가

까운 거리에서 다닌다는 것에 만

족한 것은 아니었는가하는 의심마

저 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

을 알아 보았을리가 만무합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상

(21절)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

셨던 믿음과 신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무지함을 보

면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과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바로 “나” 

인가?”하는 질문 때문에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는 도마 만이 아니었다. 글로바라고 불리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역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