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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갈림길에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예수회원들과의 대화

«ESSERE NEI CROCEVIA DELLA STORIA»
Conversazioni con gesuiti del Myanmar e del Bangladesh✽

교종 프란치스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프란치스코 교종은 21번째 사도적 순방을 위해 미얀
마와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교종은 11월 29일 수요일 미얀마 주교단을 접견한 뒤 만남
을 가졌던 작은 방을 나오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약 300명의 신학생들
6

과 마주했다. 또한 자랑스럽게 중국 국기를 흔드는 소규모 중국 신자들과도 인사를 나
누었다. 이들은 “중국에도 곧 와주세요!”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교종은 걸어가는 중에 이 같은 즐거운 만남을 가졌고, 곧이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31명의 예수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주교관 1층에 있는 경당으로 들어섰다. 13명(사제
3명, 수련자 5명, 연학수사 5명)은 미얀마 출신이었고, 나머지 예수회원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출신이었다. 또 다른 21명의 미얀마
예수회원들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에서 공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한 이들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회 기관들을 대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인종적 혹은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교육기관들, 국경지역 교
구에서 카친족과 샨족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본당, 가난한 이들이 다시 집을 짓고 소규
모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예수회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양곤의 빈민 지역에 있는 학
교, 카친과 카야 주(州) 그리고 태국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갈 곳을 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회 난민 봉사단Jesuit Refugee Service이 바로 그 기관들
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입장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교종은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인
사를 하였다. 보통의 경당이 그러하듯 이곳 역시 작고 긴 편이었지만, 줄 맞춰진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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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무색케 할 만큼 자연스런 환영의 분위기가 넘쳤다. 교종이 다양한 뿌리와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들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참석자들의 얼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
떤 예수회 연학수사는 친Chin족(族)의 숄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교종은 영어 통역자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마크 마일즈Mark Miles 몬시
뇰을 소개하였다. 그러고는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
수회 비밀들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농담을 곁들였다. 그러고 나서 교종은
자연스레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참석했던 두 차례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서, 교종의 승인
을 받아 공개하는 것이다. 본문에 더하여, 대화와 최종 의견의 맥락을 짚어 주는 데 도
움이 되는 몇 가지 배경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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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예수회)
김학준 라우렌시오 신부(예수회) 옮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얼굴이 많이 보여서 기쁩니다. 이것이 반가운
이유는 희망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뿌리가 있다면, 그
들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면, 그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버립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양심성찰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뿌리를 갖
고 있는가? 내 뿌리는 끈질긴가 아니면 약한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뿌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
니다. 곧, “사람은 찬미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신수련
은 또 다른 뿌리, 즉 사랑의 뿌리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관상을 제안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것이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교황 성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미얀마에 살고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신수련’이라는 같은 영
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미션을 향해 움
직이게끔 하는 강생을 관상하는 영성입니다. 미얀마에서의 실제 상황을 살펴볼 때, 교
황님께서는 저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예수회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강생의 신비
없이는 사명을 생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강생 신비는 우리가 현실과 세상에 완
전하게 다가서고,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도 가까이 다가서도록 비춰줍니다. 그리
스도인이 보여주는 친밀함은 항상 강생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의 강생과 같은 친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낮춤
8

synkatabasis,

곧 함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강생하신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신 것처럼 예수회원은 항상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고 들어야 하지만, 신비로움을 지녀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토착화inculturation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토착화는 하나의 유행
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 육체와 삶을
받아들이신 뒤에 돌아가신 ‘말씀’이신 그분이 지니신 본질입니다. 토착화란 내가
파견 받은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회원의 기도는—주로 토착화와 관련해서 보자면—중재의
기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회의 기도생활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몇몇 예수회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세 시간을 기도에 쏟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을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 그래서 성 이냐시오는 “아닙니다. 활동 중 관상을 하세
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74년은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도 아시다시피, 이때는 엄격하면서도 세상과 분리된 채로 규칙을 준수하고자 했던
소위 ‘맨발의 예수회원들Discalced Jesuits’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 이냐시
오의 정신과 대립되는 정반대의 개혁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와 참된 예수회적 삶
의 방식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없습니
다. 우리의 방식은 과거에서 영감을 받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역사의 갈림길에서”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도전은 과거에 있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자 교종 요한 6세는 예수회를 크게 도와 주셨습니다. 1974년 12월
3일에 하신 연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문단을 예로 들자면, “역사의 갈림길 어디에서든, 그곳에는
예수회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6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은 “수도원에서 문을 닫아걸고 지내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역사의 갈림
길을 향해 가십시오!”라고 예수회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역사의 갈림길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활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을 잠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온 어떤 이들은 교황님을 뵙기 위
해 3일을 걸어서 왔고, 다른 이들은 6개월 동안 돈을 따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들 모두가 교황님을 만나서 행복했노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
은 이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교황님의 미얀마 방문이 가장 힘들고 도전으로 가득
찬 방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이 맞습니까?

두 가지를 언급했군요. 먼저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이
많이 걷고 돌아다니며 왔다는 것, 여기에 오려고 돈을 모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는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영웅적인 덕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덕성과 하느님에 대한 갈망, 교회에 대
한 소속감, 베드로의 후계자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온 열망에서 이미 저를 추월해버
렸고, 이 백성들의 목자가 바로 저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언이지만, 만약
예수회원이 청해야 하는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 커다란 부끄러움
이라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
스도 앞에서 바로 그것을 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부끄러움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것은 은총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매우 어려운 여정이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번 방문이 취소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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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하자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완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읽은 독서기도에서, 자기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목자들에 대해 에
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젖을 짜 먹습니
다. 양들로부터 젖을 탈취하고 양털을 깎아버리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음식은 부유함을 나타내고, 양털은 허영을 의미합니다.
부유함과 허영심에 익숙해져버린 사목자는 성 이냐시오가 말한 대로 결국 커다란
오만함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유명한 논문인 「목자들에
관하여De Pastoribus 」에서 이 주제를 택하여, 만약 나쁜 목자가 재산과 허영에 집착
한다면,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좋은 목자를 건강하
10

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난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가난을 수도생활의 어머니이자 보
루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이자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느
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목자들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여정이 어렵게 보였다면 이 여정 역시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역사의 갈
림길인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야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림길에 있다
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님의 방문은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핵심은 저희에게서 양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
다. 저희는 미얀마 각지에서 왔으며, 사제로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난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느님 백성의 냄새를 강렬히
느끼면서도, 이냐시오 성인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셨듯이 교회와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곳에서 교황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근 저는 주교님들에게 두 가지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양 냄새
요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양 냄새를 알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해야 합니다. 양들은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냄새를 풍기는지 알아챕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오늘날 선교 임무는 더 이상 개종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베
네딕토 16세 교종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개종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증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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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교종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까? 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네 군데의 난민 캠프를 방문
했습니다. 세 개의 대규모 캠프가 람페두사Lampedusa, 레스보스Lesbos, 그리고 이
태리 북부 볼로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친밀함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떠나고 싶어 하는 장소와 또 다른 이름의 감옥을 잘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난민 캠프가 강제수용소나 감옥과 별반 다를 바 없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의 존재감을 이탈리아에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고, 너무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비극들이 발
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눴던 어떤 난민은 집을 나와서 람페두사에 오
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5번이나 팔렸습
니다. 속아서 로마 인신매매단에 팔려 온 젊은 여성이나 소녀들과 관련하여, 어느
노(老) 사제는 로마에 사제가 더 많은지 아니면 팔려 와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다며 저에게 씁쓸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에서 모여
든 사제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로마는 또한 인신매매로 팔려온 성매매 여성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 편집자 주) 이들은 납치되고 기만당하여 어떤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끌려온 소녀들입니다. 로마 교구는 이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해방과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는 아이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 생각해 봅
시다. 이제는 노는 방법을 잊어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
이들은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셋째 주간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 것은 고통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까요? 네, 저는 특히 국경을 막아버린 나라
들을 방문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럽에는 자신들의 국경을 닫아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나라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
해 자신들의 마음 역시 닫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닫혀버린 그런 마음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교임무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함께할 것입니다. 많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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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저녁으로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케이크도 먹을 겁니다. 이
것은 저에게 레스보스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및 히에로니무스 아테네 정교회 대주교와 함께 레스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정렬된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을 걷고 있
었습니다. 제 뒤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따라 왔고, 이어서 히에로니무스 대
주교가 걸어 왔습니다. 저는 작별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와 악수를 하
고는 있었지만 시선은 뒤를 바라보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지?” 하고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바르톨
로메오 총대주교가 사탕이 가득 담겨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을 아이들에
12

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손으로 저와 악수를 하면서
도, 다른 한 손으로는 사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요 며칠 동
안 먹은 유일한 사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스보스에서의 또 다른 이미지는 제가 하느님 앞에서 많이 울도록 도와주었습
니다.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의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구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테러리스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십자가를 보더니,
그것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절했고, 그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칼로
아내의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대도시의 거실
에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인간적인 비극에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널리 알리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의 많은 예수회원들은 양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양성 담당자로서, 저희는 오
늘날의 예수회원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좋은 예수회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좋은 예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미얀마에 있는 젊은 예수회
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교종은 웃음을 터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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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양성 담당자 중에는 일선 현장에
서 계셨던 노(老) 예수회원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예수회원이었는데 한때
저에게 주신 조언 중에는 ‘예수회에서 꾸준히 살려거든, 명확하게 생각하고 애매
모호하게 말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였지만, 좋은 양성 담
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교황님은 다른 예수회원들
과 함께 웃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것은 또 다른 인물과 관계있습니다.
여기 미얀마에서 그분을 언급하고 싶은데, 아마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이곳에서
얘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예수회원이고, 이름은
미겔 앙헬 피오리토Miguel Angel Fiorito입니다. 이분은 베드로 파브르 성인의 『영적
일기Memoriale 』의 원전 비평 연구판을 펴내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철학자였고 성
토마스와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자연 의지에 관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
는 철학 교수이자 학장이셨지만, 영성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인 저희에게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식별의 길을 가르쳐주신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만약 양성 중인 어떤 예수회원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그가 식
별을 할 수 없거나, 식별을 배운 적이 없는데 식별을 배우는 데 그다지 관심도 없
다면, 비록 그가 유능한 젊은이일지라도 다른 길을 찾으라고 말하십시오. 예수회
원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식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
다.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에게 하루에 두 번씩 양심성찰을 하라고 한 것은 몸에서
벼룩이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는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양심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의
견으로 예수회 성소의 기준은 ‘이 지원자가 식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식별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가 식별하는 법을 안다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과 나쁜 영에게서 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해
도⋯ 그가 영적 식별을 안다면 괜찮습니다. 베드로 클라베르 성인을 생각해 보십시
오. 그분은 식별하는 법을 알았고, 하느님께서는 그가 흑인 노예들 가운데서 살기
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반면에 몇몇 고매한 신학자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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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련원에 들어와서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양성 받는 데 14년이 걸렸습니다. 함
께 양성을 받던 동료들은 그 사이에 예수회를 떠났습니다. 미얀마 출신 예수회 사제는
이제 고작 세 명입니다. 양성을 받고 있는 회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격려의 말씀이 있
으신가요?

주님께서 존중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
질 수 있는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분은 침묵하시고 고
통을 받으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이 극
단과 예수회를 떠나는 것 사이에는, 죄는 아니지만 사람을 약하게 하거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사적인 상황들은 많습니다 ⋯ 수
14

도생활의 포기, 사제직의 포기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존중해야만 하고
그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어야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
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고, 약간 강하게 표
현하자면 은밀하신 분이시기도 하니,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밀함에 대해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야고보의 길(산티아고 순례길 —
역자 주)이 시작되는 프랑스 중부 베즐레V

zelay의

성 마리아 막달레나 대성당에

있는 기둥머리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기둥머리 한쪽 면에는 혀를 드러내고 눈을
뜬 채 죽은, 목을 매단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악마가 그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머리의 다른 면에는 착한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
로 유다를 잡아채서 어깨에 둘러매고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13세기의 조각가는
예술가였지만, 마음 안에서 그는 또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비가였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우리 신학자 가운데 아무도 감히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현명하시고 은밀하시다는 것을 대성당에서 용기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특별했습니다. 만약 착한 목자의 입술을 잘 살펴본다면, 마치
그가 악마에게 “너 나 때문에 망했지!”라고 말하면서 조소를 띤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항상 희망을 가져라 ⋯ 이 말은 남편이
자살을 하여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어떤 과부에게 아르스의 본당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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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비안네 성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부인, 부군께
서 몸을 던진 다리와 강 사이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교사로서 양성을 받고 있는 예수회원으로서 가난한 지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
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지만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떤 소녀는 저에게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과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습니
다. 저는 그 소녀에게 지적인 대답을 주려고 했지만,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질문을 교황님께 말씀 드려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지적인 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반(反)지성주의자는 아닙니다. 분
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적이고
추상적인 대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아내를 잃은 남편
에게, 아이나 아픈 사람에게 ⋯ 무슨 말이 소용 있을까요? 그냥 바라보는 것 ⋯ 미
소, 악수, 팔짱, 어루만짐 ⋯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단어
를 떠올려주실 겁니다. 설명을 해주려하지 마세요. 그 소녀가 질문했던 것은 실존
적인 질문입니다. “가진 것 없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조
금 더 다가서세요. 함께 동반하세요.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우리 안
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입
니다. 침묵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곁에서 머물러 주세요. 아주 가까이 말입니다. 이것
이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
은 그 소녀에게 “좀 더 가까이 있어주렴!” 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까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뒤에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합시다.

교황 성하, 저는 교황님께서 순방을 하실 때마다 왜 항상 예수회원들을 방문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도 있는데, 예수회원이 미얀마 사람들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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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예수회원들을 만나는 이유는 제가 선교사라는 것과 죄인들을 회개시
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종의 이 말씀에 참석자들은 한바
탕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이 질문에 등장한 ‘교회’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냐
시오는 교회와 함께 느끼고, 또 교회 안에서 느끼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
기에도 역시 식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위계질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의 의견이 주교님과 다르다면,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parrhesia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런 뒤에는 궁극적으로 순명해야 합니다. 잔
피에트로 카라파Gian Pietro Carafa 추기경이 교종 바오로 4세로 선출되었을 때 이
16

냐시오 성인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바오로 4세 교종이 예수회를 해산
시킨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이냐시오 성인은 잠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은 뒤 다시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누구든 예수회를 교회와 동급으로 혹은 하부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
리 모두는 거룩하면서도 죄로 물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 속
에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느끼고 침묵 속
에 지내야했던 위대한 예수회원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 뤼박De
Lubac

추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밖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회가 자족적인 상태에 빠져 버
린다면, 더 이상 예수회가 아닙니다.

이곳의 심각한 문제는 근본주의입니다. 저는 무슬림과의 긴장이 많은 지역 출신입니
다. 근본주의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교황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돌보고 싶으신지 궁금합
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근본주의는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도 세례 받은 신자들 가운데 근본
주의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둔 여러분 가
운데 누군가가 근본주의의 뿌리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종교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심판관으로 존재하고
자 하는 영혼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본질로 가는 것—본질에 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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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근본적인가를 잊어버릴 정도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본
주의는 그 결과들을 잊어버립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는 다른 형태들을 취하지
만, 그들은 근본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공통 배경을 가진 나머지 실존적인 것
을 거부해 버립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역사를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근본주의는 강생을 부정합니다.

모임은 “여왕이시며Salve Regina”를 함께 부르는 가운데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
무리되었고, 개인적인 만남과 사진 찍는 시간이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방문 기간 중, 교종은 12월 1일 오후에 네 종교의 대표자들(무슬림, 힌
두교도, 불교도, 가톨릭) 및 시민사회 대표자와 함께 평화를 위한 교회일치운동 및 종
교간 대화 자리에 참석하였다. 마침기도는 성공회 주교가 해주었다. 이어서 로힝야 사
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교종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끝으로 교종은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13명의
예수회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카의 교황대사 관저로 이동하
였다.
방글라데시 지역의 예수회 책임 장상은 교종과 함께 하게 된 예수회원들의 기쁨을
전달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회원들입니다. 저희 중 9명은 이
곳 출신이고, 3명은 인도, 1명은 벨기에 출신입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
서, 저희는 3개 교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션 지역은 연학수사가 14명, 주니어
가 3명, 수련자가 3명입니다. 저희는 영신수련 피정집과 양성분야, 본당 사도직, 교육
사도직, 난민 사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회원이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6
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0년에 성당이 건립되었지만, 이듬해에 파괴되었
습니다. 많은 사건을 겪은 후, 저희는 지역 교회가 저희를 초대한 1994년 이후에야 방
글라데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황님께서는 당신을 알현하는 특권을 저희
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회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교황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는 연설을 듣는 자리로 생각했으나, 그보다는 열린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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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은 환영 인사말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다.

언급하신 두 가지 연도, 1600년과 1994년이 저의 관심을 끄는군요. 몇 세기 동안,
예수회원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변화를 겪으며 지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회
원의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후고 라너 신부님은 무릇 예수회원이란 하느님의 영
역과 사탄의 영역 모두에서 식별하는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지난 세월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이자 식
별에 비추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 성하,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
의 형제자매이고, 교황님 역시 그들을 두고 형제이자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
18

다. 저희 관구장은 그들을 돕기 위해 두 명의 회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로힝야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무척이나 소중한 베드로 클라베르 성
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시 노예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몇몇 신학자
들은—감사하게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노예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
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언적이었고, 그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
가는 형제자매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
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은행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은행 구제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존엄은 과연 누가 구제할까요?
아무도 파괴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간의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슈화하는 것은 은행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세상은 눈물이라는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하
셨던 이냐시오 성인은 눈물이라는 은총을 청하셨습니다. 베드로 파브르 성인도 마
찬가지셨습니다. 한때 우리는 미사 중에 눈물이라는 은총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래서 “주님, 당신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저의 죄 많은 마음에서 눈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세계의 뻔뻔함에 대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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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이고 눈물이라는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가 만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 자신과 온 세상
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제 느낌을 공유할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회는 방글라데시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수회가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관구장이 두 명의 예수회원을 난민 캠프에 파견했다는 사
실에서 저는 예수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
소이고, 「예수회 기본법」에서는 이를 ‘디스쿠리르discurrir’라는 한 단어로 잘 표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라, 움직여라 ⋯ 돌아다녀라 ⋯ 영들을 분별하
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소를 위해 아름다운 일이면
서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교황님께서 이토록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의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방글라데시는 저에게도 놀라운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엄
청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을 서임할 때, 저는 변두리 지역에서 성
장하는 작은 교회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들에게 위안을 주려는 것
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즉, 변두리에서 성장하며
오랜 가톨릭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 보편 교회와 전체 교회를 향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음을 확
실하게 느낍니다.

오늘 가톨릭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하신 후 소감은 어떠십니까? 평소처럼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몇몇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밤에는 로힝야
소녀 두 명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다정함을 줍니다. 이같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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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세계에서 다정함은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신비가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면
모가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지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 엄격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환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깊
은 다정함을 갖고 있음을 여러 사례에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루페 신부님은 예
수회 총장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냐시오의 심오한 영
혼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냐시오 영성센터를 설립하셨고, 우리의 영
성을 더욱 재정립시켜줄 수 있는 「크리스투스Christus 」라는 잡지도 출간하셨습니
다. 저에게 아루페 신부님은 예언자 같은 분이십니다. 방금 제게 하신 질문은 약하
20

고 가난한 작은 사람들을 향해 다정하고 연민이 가득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예수회 난민 봉사단Jesuit Refugee Service을 설립하신 분도 아루페 신부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행기에서 뇌졸중 증세를 보이시기 전에, 아루페 신부님은
방콕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
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예수회원들과 아
루페 신부님이 가졌던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루페 신부님
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회에 물려주신 마지막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학도 중요합니다만,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즉시, 교종께서 바로 앞서 가진 로힝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사회학적인 담
론으로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 한 명에게 기도를 청하시며 함께 기도하셨던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교종이 혹시 더 질문이 있는지 묻자, 그들 가운
데 한 명이 “없습니다. 오늘 교황님의 현존이 많은 대답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만남은 묵주 축복과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화에서 교종이 사용한 표현들을 되새길 때는 예전에 교종이 다른 곳을 순방
하며 예수회원들과 나눈 대화를 모든 책의 서문에 교종이 손수 쓴 다음 내용을 항상 기
억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저기 방문하는 중에 특히 예수회원들과 만날 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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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문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편안하고 집에서 쓰는 언어로 말하며,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때로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교종은 이렇게 덧붙였
다. “때로는 저도 제가 느끼는 것을 말해야 하고, 그럴 때면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것은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제 안에
서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저 역시 성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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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pa Francesco, Adesso fate le vostre domande. Conversazioni sulla Chiesa e sul mondo di
domani , Milano, Rizzoli,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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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 예술과 현대의 문화
쇠락과 구원의 희망 사이에서

ARTE CRISTIANA E CULTURA CONTEMPORANEA
Tra declino e speranza di riscatto✽

안드레아 달라스타 신부(예수회)✽✽
임숙희 레지나(교황청립 혼인과 가정대학 신학원) 옮김

예술과 신앙의 계약: 점진적인 이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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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서양 문화에서 집단적인 상상과 세계관을 다루는 주요 주제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퇴색된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담긴 신화보다 예술에서 더 많이 알 수 있
다. 그리스 신들이 죽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 힘을 잃은 이후,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미학적 표현이 현대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갈망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신
화로 부상하는 듯하다. 한 예술 작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단지 그 작품의 고유한
의미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작품이 사회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
징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과거를 재독(再讀)하고
현재의 시간을 해석하며 미래의 시간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와 시각 예술 사이의 관계는 유럽 세계에서 여러 기복이 있었다. 그
러나 항상 밀접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계약의 역사라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
다.1) 서양 예술 작품의 생산은—스페인에서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이르기까지—그런 작품들이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뿌리와 분리해서 이해
할 수 없다. 초세기의 상징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에서부터 신고전주의의 차가운 묘
사에 이르기까지 예술 작품의 이미지는 항상 그리스도교와 친숙한 관계를 맺어왔
다. 교회는—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들’이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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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Dall’Asta, Dio alla ricerca dell’ uomo. Dialogo tra arte e fede nel mondo contemporaneo,
Trapani, il Pozzo di Giacobbe, 2011, 7-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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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항상 역사 안에서 예술 작품의 탁월한 고객이었다.
그러나 예술과 신앙 사이의 계약은 몇 세기가 흐르면서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의 등장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 체험에서 탄생한 예
술적 영감은 과거 뛰어난 회화, 조각, 건축 제작의 기원이 되었던 창조력과 추진력
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다.
예술과 신앙 사이의 이런 균열이 오늘날 메꾸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현대 예
술과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예술이 종교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가시적인 것의 차원은 현대 예술의 표
현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에서 현대 예술은 성경에 나오
는 이미지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느님, 역사 안에
육화한 하느님을 더 이상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의 예술은 신앙 공동체 체험을 알려주는 내레이션, 신앙의 ‘역사historia ’
묘사와는 거리가 있다. 예술을 상징적, 컬틱적 차원을 지닌 작품 생산과의 관계 안
에서 생각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요약하면 현대 예술은 성경의 하느님, 그리고 그
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
19세기는 신은 죽었다는 비극적 선포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이 서서
히 지평선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미학(美學)과 무관한 형식
의 세계가, 조화, 아름다움, 진리, 고전 예술 이해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을 인식하
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보다 우선시되었다. 예술은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비
옥한 표현적 토양의 공간을 그리스교적 영감에서 채우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로써
점점 자기애에 사로잡히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20세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미학적 현상을 해석하는 모델로 예술의 자율적 특성
을 강조한 작품들을 제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상의 바탕이 되는 것은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과 소쉬르de Saussure의 언어학 연구에서 출발하여 인문
학 분야에서 성취한 업적들이다. 많은 예술가들은 이런 인문학적 기초 위에서 자
신들이 세상과 갖는 체험의 기원에 있는 정신적 과정과 기능을 성찰하면서 창조
행위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과거에 비해 진정하고 고유한 인식론적 파괴가 일어난

23

안드레아 달라스타

다. 2) 이것이 20세기 중반부터 부상한 예술표현의 자기 참조이다.

세속화 과정

지난 몇 세기 동안 서구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서 느리고 점진적인 세
속화 과정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세속화 과정이란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1864-1920)는 서구
근대 사회 기저에 있는 심오한 특징을 예리하게 해석한 인물이다. 베버에게 근대
란 삶의 다양한 영역—경제, 정치, 지성, 예술, 성(性) 등—이 종교적 차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율을 획득하는 시기다. 근대 문명은 프로테스탄트 윤리로부터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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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그 이성화의 과정은 서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종교는 비이성
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서서히 물러나게 되었다. 프랑스 역사철학자 마르셀 고
셰Marcel Gauchet3)는 베버의 사고의 연속선상에서4) 탈마법의 세상, 비가시적 세계
의 소멸에 대해 말한다.
세속화는 불가피하게 의미 구축과 교육의 기원에 있던 과정들이 분화되도록 이
끈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해석은 이 과정들에 바탕을 두어왔다.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지만 지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근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다
양한 방식에서 기대하지 않던 복합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수 세기 동안 삶에 필요한 원래의 원칙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면서 그동안
삶의 토대를 이룬 확신들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과거 사회에는 하나의 코드, 그 안
에서 종교와 형이상학의 여러 측면이 역사와 자연을 해석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
을 하던 코드를 기반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몽주의 이후 시기부터 시
작해서 현대 세상에서는 극적으로 의문시하게 되었다.

2) 이탈리아 세계에서 필리베르토 멘나Filiberto Menna는 자신과 자신의 언어에 대해 성찰하는 예
술의 “분석적 노선”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런 예술은 예술 작품 창조로 이끄는 과정에 대한 분
석이 된다. F. Menna, La linea analitica dell’arte moderna. Le figure e le icone , Torino, Einaudi,
1983 참조.
3)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레이몽 아롱 정치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Raymond Aron
의 교수이다. — 역자 주
4) M. Gauchet, Il disincanto del mondo. Una storia politica della religione , Torino, Einaudi,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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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세속화는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 세속화의 탄
생은 르네상스와 일치하는데 처음에는 데카르트5), 나중에는 칸트의 철학 작업에
서 현대 인간의 정체성 건설의 기초가 되는 단계를 본다. 이런 단계는 근대 인간
인식의 점진적인 진화와 관련된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인
간의 역사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더 이상 하느님에게 의지할 필요를 느끼
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네덜란드 법률가 그로티우스Grozio6)의 유명한 말,
“하느님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etsi Deus non daretur ”는 이런 인식을 잘 대변한다.
데카르트 철학 용어에서는 세상을 해석하는 출발점으로 더 이상 형이상학이나
종교적인 요소를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체의 사고 행위, 곧 ‘나의’ 생각하는
행위를 강조하여 “Cogito ergo sum .”7)이라고 한다. 나는 인간, 현실, 세상을 이해
할 때 하느님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 자신, 나라는 주체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현대
이해에 근본이 되는 인간학적, 신학적 결과를 낳은 혁명이다. 인간은 고독 안에서
자신을 탐구하면서 자신과 세상의 의미를 찾는 삶을 지향한다. 이것은 몇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처럼, 이렇게 여
러 세기 지속된 여정 끝에 인간 이성이 사춘기에서 성숙기로 이행하게 되면서 세
상의 ‘속화’를 가져 온 것이란 말인가?8)
세속화는 교회처럼 사회의 토대가 되는 구조도 뒤흔든다. 교회는 서구 역사의
어느 지점까지는 사회의 자연스런 구조 조직이자 문화와 영성의 구심점을 형성했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술, 문학, 철학이 교회의 삶과 뚜렷하게 분리된다.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끝났고 신성한 것은 경시되고 과거에 문명의 기대와 희망을 선도한
주요 제도들의 역할은 죽었다고 말한다.
18세기까지는 교회가 사회의 상징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차원에서 구
5) 르네 데카르트Ren Descartes(1596-1650)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해석기하학
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합리론의 대표주자이며 본인의 대표 저서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
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계몽사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 근본 원리를 처음으로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 역자 주
6) 휴고 그로티우스Ugo Grozio(1583-1645)는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네덜란
드의 법학자이자 정치가이다. — 역자 주
7) ‘Cogito ergo sum.’은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cogito는 ‘숙고하다, 명상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다. — 역자 주
8)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J. Moingt, L’ homme qui venait de Dieu , Paris, Cerf,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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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점이었다면 현대 세계는 교회의 역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여기에서 교
회는 자신의 고통과 모순을 숨기지 않는 사회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 영역을 창
출하려는 갈망 때문에 방어, 보호의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다. 결국 이른바 ‘성(聖)’
예술의 문제는 교회가 수 세기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문화적, 상징적 ‘리더
십’에서 축출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태어난다.

서구 문화의 겨울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포한 후에 많은 현대 예술은 계속해서 공유하는 의미들
의 기원으로부터 해체, 파괴, 의문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술의 분화(分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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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분화를 표현한다. 이 분화는 모든 것의 인지가능성과 유기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총체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여기
에서 새로운 창조가 탄생할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혼란한 분화 현상이다.
우리가 인본주의-그리스도교 전통의 발전 안에서 교회와 사회의 문화 전통 안에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했다면 이런 의미 지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치유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듯하다.
예술-철학계에서 프랑스 예술 사학자 장 클레어Jean Clair는 “서양 문화의 겨울”9)
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경배 문화를 실천한 고대 시대에서 문화의 경배를 지향하
는 오늘날로, 신성한 신들의 조각상 경배에서 아방가르드의10) 폐기물 숭배로 넘어
갔다. 여기에서는 왜곡되고 통제되지 않은 상업적 논리들이 이윤이 남는 사업들에
는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 철학자 조지 스테이너George Steiner(1929-

)는

근

대의 문화 ‘해체deconstruzione ’를 한탄한다.
장 클레어가 기억하기에, 토마스 만이 자신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에서 메피스
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즉, 문화가 숭배에서 떨어져 나와

9) 여기에서는 클레어의 이 유명한 텍스트만 기억하자. J. Clair, L’ inverno della cultura , Milano,
Skira, 2011 참조.
10)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프랑스어로 군대 중에서도 맨 앞에 서서 가는 ‘선발대Vanguard’를 일
컫는 말이다. 아방가르드라는 단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서 예술, 문화 혹은 정치에서 새로
운 경향이나 운동을 선보인 작품이나 사람을 칭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한국어에서는 전위(前衛)
로 번역되어 전위예술, 전위음악, 전위재즈와 같은 낱말에서 쓰인다. 대개 아방가르드는 문화적
맥락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경계를 허무는 표현의 일종이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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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이는 폐기물, 거부되는 것 이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르면 문화란 신들이 사라져 버린 이때에
인간이 인간에게 바치는 경배 행위이다. 바로 인간이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우리의’ 겨울에 문화는 더 이상 세속의 종교 공간을 둘러싸지도 않으며 ‘살 만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상업적 논리다. 우리
는 신들의 경배에서 신들의 쇠락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러면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무한자, 초월자, 절대자를 향
한 문으로 여긴 예술 이미지들의 신성성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존재론적 허무주의, 즉 말의 진실성이 비유적인 표상의 분해에서 기원하는 세계
의 부재(不在)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결국 모든 담론과 모든 의미를 상대화하는 결
과를 낳을 것이다.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 비평가 아서 단토Arthur Danto11)는 헤
겔이 주장한 예술의 죽음이라는, 항소 없는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예술의 종말 이
후After the End of Art”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예술의 죽음 이후, 작품은 더 이상
미학이나 물리적 차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 혼란 같은 것이 있을 따름이다.
예술에 대한 애도는 문명의 종말 선언과 동일한가? 허무의 바람이 서구 문명의
모든 측면에 전파될까? 사회학자 마르셀 고셰가 예언하둣 어떤 이들이 세상의 탈
마법화, 비가시적 세계의 소멸을 선포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어조는 현대
문화에 대한 간단 없는 비판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묵시적으로 되어가는 듯하다.
교회는 이 세기적 위기, 공동 지평의 결핍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하지만 심판하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십자군처럼 현재에 우리가 상실한 것의 원인을 찾아서 응징하
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런 방향 감각의 상실, 난파와 낙하, 버림과 상처
라는 실존 상태의 표현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가 더욱 심오한 삶의 의미를 말하고
오늘날의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 전통 안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다시
주입하고자 하는 유혹은 신화적이고 확신성을 지녔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향수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진정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질문과 모순들
11) 아서 단토(1924-2013)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미술비평가이자 철학자로, 예술의
본질에 대해 논하는 철학적 미학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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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청하는 것이다. 현대 미술이 그토록 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유
는—잭슨 폴록과 루시언 프로이드Lucian Freud12),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팝
아트, 이탈리아 예술가 에토레 스팔레티Ettore Spalletti13)와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14)

사이의 거리만 생각해도 좋다—아마도 현대 예술이 항상 불만족스러운 의

미 탐구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는 이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느
끼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전례 예술: 과거에 대한 향수

이 심오한 의미 손실은 대부분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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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예술에 충분히 나타난다.15)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작품들이 제작되었는지 보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전적 공간이나 현대적 공간 모두에서, 조각조각 갈라
지고 급조된 모습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50년도
더 넘은 오늘날에도 예술 이미지들의 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직도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6)
이 다양한 은유적 표현들 사이에서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는 과거를 향한 시선
이다. 카를로 레비Carlo Levi17)에 따르면 미래는 고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 굉장한 말
12) 루시언 프로이드(1922-2011)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나치의 박해로 영국으로 이주했는데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이며 자전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보통 나는 사람들 얼굴의 감정을 담고자 노력
한다. 나는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얼굴만 그렸었는
데 마치 얼굴에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그것들의 팔다리가 되고 싶은 것
처럼⋯”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손자로, 유명한 가문 출신이지만,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
어했다. 작품 수가 적어 공공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기 어려운 편이다. — 역자 주
13) 에토레 스팔레티(1940- )는 이탈리아 화가로 빛을 받으면 온 방안이 작품의 색으로 물드는 효과
를 내기 위하여 빛과 색의 원리에 대해 깊이 연구한다. 그의 그림은 종교적인 경건함을 느끼게 한
다. — 역자 주
14) 데이미언 허스트(1965- )는 영국의 현대 예술가이며 토막낸 동물의 시체를 유리상자 안에 넣어
서 전시하는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동시대 미술가 중 가장 주목받는 미술
가이며 죽음과 부패를 표현한 포름알데히드 작품으로 터너상을 수상했다. — 역자 주
15) A. Dall’Asta, Eclissi. Oltre il divorzio tra arte e Chiesa , Milano, San Paolo, 2016; Id., “Arte sacra,
non solo immagine”, in Avvenire , 20 febbraio 2014 참조.
16) 이 주제에 대해서는 L. Territo, «“Educarsi alla bellezza”. Una indagine sulla committenza di
opere d’arte per il culto», in Civ. Catt. 2017 I 522-526 참조.
17) 카를로 레비(1902-1975)는 유대계 이탈리아인으로서 의사, 작가, 화가이다. 1935년에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의 지시로 남이탈리아의 한적한 지역에서 유
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유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관대한 환대정신을 지닌 이
곳 사람들에게서 환대를 받았다. 그의 책, 『그리스도가 에볼리에 멈추었다』(이탈리아어 원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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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경우에 영감, 전통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얼어붙은 고대
의 세계 안에 잠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정형화된 양식과 금색 배경, 중세의 건조
한 네오프리미티즘neoprimitismo, 특히 프란치스칸적 전통에 입각하여 재현한, 화려
하게 빛나는 신(新)비잔틴 양식을 보거나, 감각적이거나 모호하지만 훌륭하게 재
해석한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들을 보거나, 이들 전례 예술품은 모두 현 시대를
외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움’으로의 복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미지들이 제작되는 방식을 보면 작품들의 조악함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으로는 누가 감히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 우리 스승들의 천재성과 비교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거룩함’의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탐험하는 많은 예술가들
의 작품들—유명한 비평가들이 추천하는 것들도—을 관찰할 때에도 그 작품들의
평범함에 당황하게 된다.
교회 공간에서 그것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18) 작품을 변형시킨 얼굴들과 ‘미
켈란젤로’를 모방한 에로틱하고 근육질의 새로운 신체들 사이에서—장엄한 비잔
틴의 새로운 ‘고행주의’나 조토의 천상적 재현은 차치하고서라도—전례 예술이 신
심 행위의 도구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 때에, 이들은 불확실하고 문제가 많은 영역
으로 향하고 있는 듯 있다. 전례 작품의 예술적인 질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수
세기 동안 교회는 결코 18세기 칸트식 성찰에 기인하는, 현대 예술의 이른바 ‘아름
다운 예술belle arti’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우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어린 시선 앞
에서 왜 전례 작품이 현재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즉, 오늘날
과 오늘날의 언어를 바라볼 수 없는 무능력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표징은 아닐까?
많은 현대 미술은 우리 시대의 여러 모순을 오가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려움 안
에서 인간적 측면을 성찰한다. 수시로 ‘감각적인 뉴스’를 찾는 데 몰두하는 신문들
의 무용하고 불경한 표현들을 배제하고서도 말이다. 대신에 현대의 전례 그림들은

Cristo si fermato a Eboli)은 루카지아 지역의 마을에서 그가 보낸 세월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에 초점을 맞춘다. — 역자 주
18) ‘귀도 레니’ 귀도 레니Guido Reni(1575-1642)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이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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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갈등이 이미 평정되고 폐기되었으며 더 이상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로서의 영광스런 과거 묘사를 지향하는 것 같다. 공허하고 일관성
없는 부드러움을 지닌 그림들 안에서 우리 인생의 온갖 힘든 측면들은 지워진 듯
하다.
성물 시장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카르타페스타cartapesta19)로
만든 작품들—조각품, 회화 및 벽화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전례 예술품이 현재 언어로 믿음
의 내용들, 말하자면 성서와 신학의 측면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해하려 할 때
그 이미지들을 보면 얼마나 피상적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들은 공적인
30

예술 세계와 어떤 관련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고, 무용하고, 병적이고, 도발적이고,
난해하고, 세련되고, 엘리트들의 취향에 맞춘 듯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는 사실이다. 현대 미술의 커다란 한계는 구원과 구속(救贖)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지평이 무의미,
허무, 무관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신에 전례 그림들의 부끄러운 측면은 인
위성과 진부함에 있으며, 더욱이 황금빛과 영웅들, 억지스런 제스처와 애처로운
얼굴들이 찬미를 받고 높여진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영성 전통을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게 담아낸 것이다. 완전히 실제의 삶과 분리된 우주이다.
종종 예술은 교리 교육에 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콘의 정확성이나
이콘이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상징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
지 않다. 그렇게 끝난다면 이미지들은 단순히 자막, 설명, 묘사 정도로 축소될 것
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지들이 무엇보다 먼저 형태와 색깔을 통해서 자신을 표
현하는 신앙의 증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들은 성령의
선물이다.
물론 한 작품은 도상학(圖像學)적 관점에서 수정될 수 있다. 이것이 필수 조건이
지만 ‘아름다운’ 전례 작품을 성취하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는 이탈

19) 신문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찢거나 구겨서 물을 먹여 인물을 제작하는 기법. 종이인형이
라고 할까? 16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그 시대에도 이런 기법으로 나무와 유사한
성상을 제작하였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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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화가 조토나 카라바조의 원작과 현대적 ‘조토’ 작품이나 현대적 ‘카라바조’ 작
품 사이의 거리와 같은 것이다.
원작에 대한 그러한 재현은, 비록 멋지게 재현될 수는 있겠지만, 생명력과 심오
함이 없으며 공허하고 인위적이고, 원작이 지닌 영감의 근원인 신학적, 영적 밀도
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이 새로운 이미지들은 그들이 속한 시대가 던지는 도전
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쓸모없고 서투른 복사본처럼 자신을 소개한다.

오늘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예술에 대한 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 열
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상처와 모순을 완전히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
는 상실한 신화의 시간을 동경하지 않고 그의 시대 안에 육화한 삶을 살았다. 그
러나 예술 세계 안에서는 그런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이지 않는다.
암브로시아 교회의 에반젤라리오Evangeliario, 갈마돌리 은수처의 스페치오사 문
Porta Speciosa,

이탈리아 예술가 클라우디오 파르미지아니Claudio Parmiggiani20)의 작

품들,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 프로젝트의 작품들, 이탈리아 추상화가 발렌티
노 바고Valentino Vago(1931-2018)의 유화 그림들, 미국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Bill
Viola(1951- )의

실험들을 보라. 그리고 쾰른 대성당에 있는 독일 게르하르트 리히

터Gerhard Richter(1932- )21)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같은 유럽의 작품들은 아주 훌륭
한 그리스도교 예술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는 너무 멀
리 떨어져 있다.
앙리 마티스,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자코모 만추Giacomo Manz —만추가 제
작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의 문」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의 뛰어난 작품들은 이 예술가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에 살면서 참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작업이

20) 이탈리아 예술가 클라우디오 파르미지아니는 부재,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통과, 분열과 침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 역자 주
21) 독일 드레스덴에서 출생한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1960년대 이후 세계현대미술사에 있
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이다. 사진과 회화, 추상과 구상, 그리고 채색화와 단색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회화라는 매체를 재해석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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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 귀중한 시간에서 많이 멀어졌다. 나아가 신앙의 영감을 새롭게 표현하
고자 하는 그런 개방성이 오늘날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개방성은
오히려 큰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과거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와 하느님의 성령이 오늘 안에서 일하신다는
심오한 믿음, 크나큰 겸손이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교회 복음화의 여러 분야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예술
이미지의 세계는 아직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과거를 바라보며, 변화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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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의미의 새로운 지평을 가리키면서 다시 예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의 인간이 현대와 현대의 언어들이 제기하는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
계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어떤 예술이 절대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
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예술은 생각하는 예술,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기 위해서
탐구할 용기를 가진 예술일 것이다. 그런 예술은 이 세상의 지평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에 의미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존재의 궁극적인 신비에 응답하려
는 갈망에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런 예술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급속한 소비를 지향
하는 사회의 끈질긴 소음을 조용히 마주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참된 질
문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성찰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베네딕토 16세가 확신하듯 우리는 현대 문화 앞에서 그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충분히 신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역사의 모든 시기에 항상 새로운 복음 말씀
과의 만남은 솟아나는 문명의 샘입니다. 이 만남은 문화, 예술, 그리고 여기에서 끝
나지 않고 다양한 애덕의 형태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고, 우리 도시의 모든 요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22)
우리에게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167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각 개별교회는 복음화 활동
에서 예술을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보화를 바탕으로 하
22) Benedetto XVI, «Discorso nel 150° anniversario dell’unit politica dell’Italia», Roma, 26 maggio
2011.

그리스도교 예술과 현대의 문화

면서도 다양한 현대적 표현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유의 언어’로 신앙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새로운 표지와 새로운 상징
과 새로운 형체를 찾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소중
히 여겨지는 아름다움의 다양한 형태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전통적인 미
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이는 복음선포자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
른 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 선포를 위해 새로운 표징, 새로운 상징, 새로운 형태를 탐구
하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 문화를 비옥하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확
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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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와 심판
GES E IL GIUDIZIO✽
마르크 라스투앵 신부(예수회)✽✽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 수녀회) 옮김

“하느님, 그분께서 심판자이시라네!”(시편 50,6) 시편 저자의 이 외침은 그리스도
시대에 히브리인들의 공통된 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확실
히 인간들과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것이다. “악인이 주님을 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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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며 ‘당신께서는 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시편 10,13 참조) 그런
데 이 말에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응답한다. “심판이 있고 심판자가 계신다.”1)
협박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희망이다. 하느님의 심판은 무엇보다도 우선 나
쁜 소식이 아니다. 당신 백성의 구원을 원하시는, 나아가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성경과 경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이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지혜 11,24) 성경의 신앙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는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라는, 그 어떤 인간 제국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분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히브리인들과 이 확신을 나누신다. 수
많은 비유와 표상과 단어들이 이 심오한 확신을 증언한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의로운 심판관은 그분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루카 18,7-8ㄱ) 그래서 예수께
서는 심판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신다. 성경 본문과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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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의 히브리 해설서, Bereshit Rabba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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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인들의 저술 가운데서 유래한 본문들을 잘 알아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독
창성을 감지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심판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관에 대해 뭐라
고 말씀하시는가?

시대를 판단하라2)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에 대해, 그리고 현재 안에서 판단할 것을 요
구하신다. 하느님께서 미래에 심판하시리라고 믿는 것은 좋다. 그런데 현재는 어
쩔 것인가? 신앙인은 지불을 무기한 연기하듯이 하느님의 최후 심판으로 미루려
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라는 요구에
서 빠져나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기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권고를 기억한다면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
를 판단하라고 초대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
는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루카 12,55-56)

이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권고이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열쇠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알아보는 능력이다.
예수께서 하신 생애 최초의 확정적 판단은—그분은 마지막까지 이 판단에 철저
하셨는데—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사명을 주어 그를 파견하셨
다는 것이었다. 요한이 백성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었다는 것을 고
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는 시대를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최초의 결
정적 질문은 이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루카 20,4) 이는 진짜 문제이다. 예수께서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세례자가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온 존재로
써 이 결단과 이 철저한 영적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르단으로 가셨는데, 그 확신은 요한이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었다고 하는 것이었
다. 요한의 사명의 기원을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회개를 위한
2) 새 성경에는 “시대를 알아보라”로 되어 있다. 원문의 ‘giudizio’는 ‘심판’이나 ‘판단’으로 옮길 수 있
는데 본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선택한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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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하느님의 나라
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루카 10,9) 이것이 심판이다.
예수의 이 처음의 판단과 그것이 그분의 생애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한과 주님께서는 구원계획을 시작하셨으며, 예수께서는
그에게서 당신 사명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알아보셨다. 그것은 세례자의 사명이
라는 맥락 안에서 제시되지만 동시에 고유한 특징들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었다.
예수께서 따라가신 이 여정에는 풍부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기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시대가 어떤가?” 심판의 시간이 먼 미
래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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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다. 하느님께서 오시
는 시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각자에게 속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가?

스스로 판단하기

우리가 처한 시대를 판단하라는 권고인 루카 12,55-57에 나타난 예수의 질문에
는 또한 스스로 판단하라는 권고도 들어 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는 이 일을 맡은 재판관과 사제들이 있
지 않은가? 요는 바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를 스스
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들 중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루카 14,35)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
다!
당연히 구성원 수가 많은 공동체는 판관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
이 받는 유혹들 중 하나는 늘 판단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자 판단하는 임무가 맡겨진 판관들의 존재를 내세워 의존하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대답
하신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루카
12,13-14)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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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루카 12,57) 여러분은 인간의 삶이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과
형제들 사이의 질투는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
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시초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
니까?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이 주제는 후에 요한이 광범위하게 다룬다. 세
상의 방식에 따르면 판관들이 메시아의 권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자체도 그분의 일차적 사명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이 발전시키는 관점은 바로 이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
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요한
12,47)

예수께서 심판관이신 메시아이시라고 상기시키는 것은 구원자이시요 생명

과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의 사명을 부차적 차원으로 흘려보내 버릴 위
험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물론 정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심판하려고 오신 것
은 아니다. 요한은 스스로 심판관으로 나서지 않으시는 예수의 이 침묵을 강조한
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요한 8,16)
이 구절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잘 묵상하고 깊이 새긴다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에서 예수께서 심판 앞에서 극도
로 조심하시는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는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는’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나 혼자가 아니
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에 대해 지니시는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살 수
는 없지만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판단할 수는 없을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충분히 상황을 밝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우리의 판단이 너무 자주 틀리지는 않았더라면?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것

일단 때를 잘 선택했고 각자가 스스로 직접 판단을 하고도 아직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여지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자주 하게 되는 것,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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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예수께서 이웃을 심판하지 말도록 끈질기
게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권고가 상황과 행동을
판단하지 않을 필요에 대한 것이라고 알아듣는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실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판단하지 않고 어떻
게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루카는 즉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
을 것이다.” 하고 밝히면서,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
이다.”(루카 6,37) 하고 덧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심판과 단죄하는 심판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예수께서 간음한 여자 앞에서 땅에 몸을 굽히시는 방식으
38

로 생각하자. 그분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는 죄 짓지 마라.”(요한 8,11) 하고 말씀하신다. 단죄하지 않음이 심판에 앞선다. 죄가
있었다. 하지만 단죄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내적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하여
쉽게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각자가 변할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를 이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인간적 차원에서 판단이 우리 삶에
참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리타 바세Lytta Basset가 우리 각자는 “결정적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 버리려는 이 충동에서 자유롭게 살
기를 바란다.” 하고 쓴 것은 맞는 말이다. 심판은 심판 당하는 이웃에게 행하는 잘
못일 뿐 아니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잘못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
저 우리 자신이 입는 상처이다.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은 마치 가시 돋친 고집통처
럼 끊임없이 우리 기쁨의 여정을 침범하고 덮어 버린다.”3)
예수께서는 우리 인성의, 그러니까 당신 인성의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셨을
까? 그분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아우구스티노식 격언을
철저하게 실천하셨다. 선입견 없이 죄인들을 향해 가셨지만 사실에 대해 눈을 감
지도 않으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3) L. Basset, Moi je ne juge personne, Paris, Albin Michel, 2003, 9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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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요
한 4,17-18)

죄와 곤경, 고통의 영역에 자리한 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선(善)과 참됨의

질서에 속하는 것 안에 들게 하시는지! 우리 역시 어떤 죄의 상황을 판단하려는 유
혹을 느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
작하고 마친다면? 그렇게 해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지는 않을
까?
이에 관해서는 자캐오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모범이 된다. 예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다. 죄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가신 것이다. 그분은 하느님의 오늘이라는 은
총이 자캐오의 마음 안에 흘러들어가도록 두셨다. 어떤 식으론가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참회를 확실하게 하도록 두셨다. 그분은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가능
하다고 각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흔히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관대한
아량과 지나친 엄격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좀 다른 시선
을 돌리게 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그러한 판단을 첫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 오
히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간극을 의식하도록 도와 주셨고 하느님의 자
비에 토대를 두고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도록 그들을 초대하셨다. 먼저 우리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의를
옮겨가신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
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마태 7,5)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이웃을 고려해서이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자
신에 대한 판단을 명백히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판단으로 이끄는 동
기를 의식하도록 권고하셨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따라서 자신에
관해 다른 조망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하신다.
그분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판단방식의 열쇠로서 하느님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탈렌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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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다.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루카 19,22) 나중에 요한은 이
주제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
이다.”(요한 12,48) 각자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아버지가 내민 손을 거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눈길을 점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청하
면서 이 심판을 하느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 그 눈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비
위를 맞추어 눈을 감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일차적으로는 선하고 참된 것으로 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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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우리
의 심판관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카를 바르트Karl Barth는 힘주어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하며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죄
의 본질이다. 여러 형태로 죄는 자신의 심판관이 되려는 인간의 완고함에서 나온
다.”4)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완전히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판 당하시
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까지 하셨다. 심판자이신 그분은 당신이 심판하셔야 했던 사
람들에게서 심판을 받으셨다. 우리 위에 자리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심
판자이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 “산 이와 죽은 이
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오시리라”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행복한 약속이다. 그리스
도께서는 “심판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받
으러 오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옳은 일을 하셨다. 원칙적으로는 ‘아멘’
말고는 이 모든 것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이
다.”5)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올바르게 심판하도록 허락
하시는 분이라면?

4) K. Barth, Dogmatique , IV, 1, Gen ve, Labor et fides, 1966, 232.
5) 같은 책,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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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역사가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을 담고 있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을 수는 없다.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고통 받는 온 인류
의 정당하고 긴급한 갈망이다. 빛을 보지 못하고 심판 받지 않은 모든 불의는 심판
을 요구한다. 폴 리쾨르Paul Ricœur는 의로움에 대한 이 갈망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
야기racconto가 우리 삶에서 행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인간의 삶은 결국은 이야기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패배하고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할 때 모든
가치를 얻게 된다. 모든 고통의 역사는 복수를 외치고 이야기될 것을 요구한다.”6)
여기서 우리는 일련의 경찰 수사로 얻어지는 성공을 기억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 존재가 자신 안에 간직한 정의에 대한 깊은 목마름에 부응한다고 생
각한다. 그 예로서, “정의를 행하는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진
미국 드라마 《콜드 케이스Cold case(미결 범죄)》 시리즈를 인용해 보자. 탐정소설
들도 역시 이러한 추구에 기초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과 진실에 대한 목마
름인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한다. 소중한 사람 하나를 잃었을 때라도 진실을
아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몇몇 위대한 탐정소설 작가들은 바로 자신들의 저술에 영감을 주는 이 가정(假
定)에 이야기식 형태를 부여했다. 종종 대단히 심하게 악에 공격당한 세상에서는
정의를 희구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콜
드 케이스》에서는 자주, 희생자와 연결된 사람들만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후에 종종 여러 해 동안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 자신도 편치 못
하며, 발생한 일을, 곧 자신이 저지른 일을 설명하면서 일종의 구원을 체험한다. 아
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범인의 경우는 가장
폭력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간단히 말해서, 도로시 세이어스Dorothy Sayers가 쓰고 있듯이 “정의는 끔찍한 실
재이지만, 불의는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7)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탐정소설
6) P. Ricœur, Tempo e racconto , vol. 1, Milano, Jaca Book, 1986, 123.
7) «Justice is a terrible thing, but injustice is worse», citato da S. Hauerwas, A Better H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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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에 대한 꿈을 담고 있다. 잘못한 일들이 바로잡히고 나쁜 사람들이 그들이
버릴 생각을 못했던 표지들에 의해 배반당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투사한다. 살
인자들이 체포되고 (⋯) 무죄한 희생자들의 처지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렇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전일 뿐이다. 우
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에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탐정소설은
참된 것이어야 할 세상에 대한 비전을 생생하게 유지한다. 물론 사람들은 그 소설
을 재미로, 즐거움을 위해 읽는다. 재미로 십자말풀이를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깊
은 곳에서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간직하고 있다.”
탐정소설은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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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콜드 케이스》의 경감 릴리 러쉬Lilly Rush 의 일—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깊은 곳에 있는 이 확신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범인의 처벌이 아니라 진실이 인도하는 화해인 것이
다. 이는 대단히 그리스도교적인 확신이다. 진실 없이 자유는 없다. 정의 없이 평
화는 없다.
정의 자체가 기쁜 소식일 수 있는가? 그렇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진실
의 말을 들려 줄 수 있겠는가? 성경학자 다니엘 마르게라Daniel Marguerat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심판의 지평은 자기 자신에게 파고들어 스스
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세상의 욕망에 끊임없이 가해지는 상처이다. 심판은 세상이
이렇게 우상숭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파고드는 일에서 숨통을 열어 준다.”8) 우리
의 인간적 심판은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서 눈물을 닦아 내실”(이사 25,8) 날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목마름을 표
현한다. 예수의 참행복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심판자로서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
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마태 16,27)

Grand Rapids, Brazos, 2000, 205.
8) D. Marguerat, «Loi et jugement dernier dans le Nouveau Testament», in F. Mies (ed.), Bible et
droit. L’ esprit des lois , Bruxelles - Namur, Lessius, 200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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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심판에 대해 지니신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굳건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창적이다. 그분 가르침의 다른 차원들에 해당되는 것이 심판에 대해
서도 해당된다. 곧 예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주제들을 자신 안에 결합하
시고 조상들의 전통을 혁신하면서도 그 전통에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신다. 모방할
수 없는 어조로, 그리고 놀라게 하는, 아니 들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다. 당신의 보물창고에서 새로운 것들과 오래 된 것들을 꺼내신다. 그렇다, 하느님
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각 사람은 이미 지금부터 잘 판단하도
록 권고 받는다. 하느님의 심판은 식별의 수동성과 식별하지 않음에 대한 알리바
이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은 이웃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권고 받는다. 하느
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그대로 살도록
두는 쪽을 택하셨다. 최고의 심판자보다 더 엄한 심판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
렇다. 하느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당신 심판을 멈추고 인내를 사용하기로 선택
하셨다. 그분은 자비를 행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
에게 하느님을 본받도록 권고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
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마태 7,1-2)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행동하는 것을 막
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촉구
가 아니라 반대로 행동을 위해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청의 촉
구이다. 아무튼 결국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은 시대와 자기 자신들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자신이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회심(전환)은 하느님께 대한 판단
의, 하느님 자신에 대한 시선의 전환이다.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
획이 아닌”(예레 29,11) 하느님의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서는 사람은 단죄를 멀리하는
비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느님에게는 심판이 단죄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는 것
이라면?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마태오 복음은 완전히 심판의 표지 아래 놓여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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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전승이 서로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복음사가인 요한도 예수
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요한
7,24)

마태오 역시 사람의 아들이 돌아오는 엄숙한 장면에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 남겨두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마태오는 이렇게 십자가의 성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을 앞당겨 얘기한다. “인생의 저녁이 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심판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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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경험
L’ESPERIENZA DEL RISORTOL✽
피에트로 보바티 신부(예수회,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박수현 로사리아(교회법 석사) 옮김

파스카 시기에 우리는 나자렛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사건을 거행한다. 교회는
이를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교의 가운데 하나인, 구원을 위한 결정적
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신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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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1)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다.2)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인
식에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약간의 동요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인지하게 된다.3) 우리는
예수님이 몸소 당신의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였던 그 순간에 직접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해서 부활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부활
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들과 선한 이들에 의해 여러 세대를 거치며 전해진 증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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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tro Bovati S.J.

1) “빈 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에 머물러 있
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647항.
2) 프랑스 작가, 에마뉘엘 카레르Emmanuel Carr re는, 자신의 소설 『왕국』에서,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역사적 재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에 대해 질
문을 제기하며, 진지하게 대면하고 곰곰이 성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의해 버리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 진정한 신앙인조차도 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일에서 면제될 수 없을 것이다.(P.
Gibert, «Da lui a noi: qual “Il Regno” di Emmanuel Carr re?», in La Civilt Cattolica 2015 III
308-317 참조) 마르티니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는 비
신앙인과 신앙인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고, 물으
며,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리하고 염려스러운 질문들을 한다. 내 안에 있는 비신앙인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인을 불안하게 하고 반대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이런 대화의 명확함과 진
실함은 나에게는 인간적 성숙함에 도달하는 징후로 보인다.”(C. M. Martini, Le cattedre dei non
credenti , Bompiani, milano 2015, 6.) 그는 라칭거의 저명한 책인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 에
서 고려되었던 것을 다시 다룬다. 신앙의 동의를 향한 여정은 내적 여정의 인내심과 용기를 요구
하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
3) “복음사가들은 부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거나, 증거들의 열거를 완성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종교적 의미 안에서 각자 다른 시점에 따라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소개하기를 더 원했다.”(C. M. Martini, Il problema storico della risurrezione negli studi
recenti , Roma, Libr. Ed. Gregoriana, 1959, 73.)

부활의 경험

을 부활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토마스처럼 의심으로부터 변화된 진정한 신
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
에 손을 넣어 볼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요한 20,27)

믿음의 여정

앞서 언급한 의심으로부터 확실한 신앙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눈으로 목격한 증
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들이 쉽고 빠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것처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활 신앙에 대한
특권과 행운을 누리는 이들처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빛
나는 기적들을 옆에서 거들었고, 주님께서 나병환자들을 치료 하시고 장님에게 시
력을 해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라자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자리
에 있었으며, 자기들을 만나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또한 직접 눈으
로 보았음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체험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스승으로부터 믿음이 약하다는 꾸중을 자주 들었다.(마태 6,30; 8,26; 14,31; 16,8; 17,20)
또한 그리스도의 초인적인 권능의 수많은 표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수난 순간
에 스스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분에게서 도망쳤고 그분을 부인하였다.(마태 16,16;
요한 6,68-69)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분명하고 놀라운 표징이라도 마음의 확고한 동의를 자동적
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느끼
는 당혹감과 의혹이 잠재의식으로 남게 될 수 있고, 이 의식들이 쉽게 회의론과 불
신 그리고 거부로 이어지게 된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짓으로 갑작스
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선생은 악령의 힘을 빌렸다고 이야
기 할 것이다.(마태 12,24) 온 도시에 장님으로 알려졌던 이가 눈을 씻으라는 말에 앞
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구경꾼들은 혹시 사람을 바꿔치기하는 사기행위가 없었
는지 물어볼 것이다.(요한 9,18) 예루살렘의 수석 사제들은 그들이 봉인했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는데,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다.(마태 28,11-15) 그리고 여러 세기가 지난 후, 합리
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단지 죽음을 겪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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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이고, 부활한 이의 발현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집단적인 환영이나 히스
테리적 현상에 불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부활은 하나의 우화, 아름다운 이
야기이되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믿을 만한 사실과 증언들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불신자
들이고, 부활의 신비를 비방하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을 거부하고 죽은
이들의 부활 사건이 언급되는 즉시 멸시하며 외면했던 바오로 성인 시대의 아테
네 시민들과 유사하다고(사도 17,32), 우리는 자족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들에게도, 심지어는 부활을 직접 보았던 이들에게도 믿
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서의 본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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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오 복음에 따르면,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
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태 28,17)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에 놀라워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사도들이

다른 이들의 증언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증언을 믿지 않고(마르 16,11), 또한 무덤에
서 돌아온 여인들(루카 24,1)과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
내 보이셨던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는(마르 16,12-13)4) 진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이를 배치함으로써,
이를 현장에 있던 한 특정한 이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5) 사도단 전체의 체험으로
진술한다.
루카 복음서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분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는 점을 보여준다. 두 제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토론하며 먼 길을 가
게 되는데, 그들은 그 이방인이 그들의 스승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루
카 24,15-24)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었을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루카 24, 36-37)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혼란과 의혹을 보시고(38절) 당신을 만지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에도 복음사가는

4) 토마스 또한 다른 사도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요한 20,24-25)
5) “그들 중 몇은 그러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서술은 불가타 번역에 기초한 1971년의 이탈리아 주교
회의 번역본에 해당된다. 한편, 2008년에 주교회의는 그리스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나 그들은 의
심하였다.”로 새롭게 번역하였다.

부활의 경험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41절) 있자6) 예수님
께서는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다.(42-43절) 이 마지막 증언에서,
결국 사도들이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후술에서 언급하겠
지만, 이 사실은 어쩌면 신앙이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정하게 한다.
요한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
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요한 20,14) 여인은 그를
동산지기로 여기고(17절)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분이 예
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한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을 복음
사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요한 21,12) 이런
확신은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은 그들이 보고
있는 모습과 실로 존재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7)
사실 사건의 본질에 속하는 ‘믿을 수 없는’ 것 앞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망설임과 당
혹감과 저항은, 그 사건의 들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이사 48,6-7; 52,15) 면
을 표현하고, 나아가 같은 성경이 전하는 노부부의 득남(창세 18,13-14), 동정녀의 출
산(루카 1,34-37), 완전한 파괴 후 농사 재개(예레 32,27), 단 하루만의 한 민족 탄생(이사
11,8)

이적들처럼 그 사건이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표현하

는 것이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다마
스쿠스로 가는 동안, 부활하신 이의 환시를 보았음을 증언한다. 사도행전에 나오
는 사건에 관한 서술에 따르면, 환시를 본 시점에 그가 실제로 실명했었고 하나니
아스를 만난 뒤에 비로소 시력을 되찾았다. 이 시력을 되찾은 시점에 그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사도 9,1-19; 22,6-16)
마지막으로 라자로와 어느 부자 이야기의 결말을 기억해 보자. 아브라함 곁에
6) 루카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듯이, 감각(시각과 촉각)은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
도들은 그들 스스로를 환영에 현혹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7) 따라서 ‘시각’에서 오는 감각적 경험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 터득을 구별해야 한다. 이 안에서, 눈
으로 지각되는 것의 실재를 제자들이 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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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가난한 이, 즉 라자로를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달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부자의 최후의 요청 이후에, 그는 이런 대
답을 듣는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루카 16,27-31) 이러한 선언은 감각적 경험에
반박할 수 없는 효력을 부여하려는 기만을 명백히 비판한다.8)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처지가 예수님의 부활
을 직접 목격한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서 오는 증언의 중대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
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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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실제로, 요한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에
토마스가 손을 넣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역설처럼 말씀하신다. “나를 보
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숭고한 기
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진리에 이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꿰뚫어 보면서 설득하는 말씀의 힘에 의
탁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검증하려는 요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미 시나이에 있
던 우리 조상들은 불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위험한 결과를 초
래하고, 심지어 삶을 파괴시키기도 했던 경험을 하고 나서, 중재자인 모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요청 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승
인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신명 5,29) 생명과 행복의 길은 믿음의 여정을 가정하고 부여한다. 이 여정
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와 영적 지각의 체험, 그리고 개인적이고 자유롭
고 창조적으로 진리를 얻는 체험으로 표현된다.
8) 비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앞선 이 발언은 아브라함에 의해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 발언의
가치를 상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들의 논의 체계를 완성시키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직 성경의 말
씀을 믿도록 가르쳤던 이들에게만 나타나셨음을(사도 10,41; 13,31) 이해하게 돕는다.

부활의 경험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 사화에서 말씀(과 말씀을 들음)은 시각적 경험을 보완하
는 요소로 함께 제시되는 것을 넘어서, 믿는 데 있어서 더욱더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시
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들에게 말한 것과 일치한 것
이다.(요한 20,1-2) 그들은 무덤에 남아 있던 수건과 아마포를 보았고, 곧 그것들이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는 것도 알아챘다.(요한 20,6-7) 요한 사가는 예수님께
서 사랑하신 제자가 “보고 믿었다.”(8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추측하건대—그
는 저 특별한 사물들의 숨겨진 의미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설자의 논평
이 주목된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
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9절) 따라서 이 표징들은 신
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 표징들로 인해 그들은 당황했고 놀라워했으며
(루카 24,12),

아마도 의문도 가졌을 것이다. 이 표징들의 의미는 단지 부활의 신비를

전한 성경을 ‘이해’할 때에만 알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은 루카의 전승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루카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시는 (앞서 루카 24,39-43을 인용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당
신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표징을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의 신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수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
한 것”을 상기시키시며 이 말씀이 구약 위에 세워졌음을 알려주신다.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루카 24,44)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본래 의미하는 바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동의와 함께 받
아들이려면, 이 사건을 성서가 전하고 있는 하느님 약속의 이행으로 ‘바라볼 때’에
만 가능한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기도인 시편 작가의
한결같은 증언은 신앙인의 내면 깊숙한 동의를 위해 필요한 매개이다. 실제로 루
카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분은 당신을 만지게 하거나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
(즉,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부활에 대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
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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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루카 24, 45-46)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부활하신 분에게 부여된 활동이고, 말
씀을 통하여 실현되는 계시의 선물이다.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여정 안에
서 이루신 것이다. 이 여정은 하루 종일 걸리는 긴 시간의 여정으로 표현되었다. 주
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을 믿기에 “굼뜬” 제자들의 마음을(루카 24,25)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루카24,27)라고 전해지는 것
처럼 주님은 끈기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예수님의 해석적 설명은 교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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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의나 논증하고 호교(護敎)하는 의미의 주석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침내
완성된 하느님 약속의 한결 같은 확증을 발견하게 하는 묵상의 과정이다. 또한 지
성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초대이며, 무엇보다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정열적
담화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가르침에 동의하고, 동시에 증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루카 24,32-35)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겸손한 충
실함으로 받아 부활 전야의 장엄한 전례 안에서 재현한다. 이 안에서 교회는 세상
의 창조에 관한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시작해 구원사의 시초 사건들을 지나, 예언
자들의 말에 대한 조명과 시편의 믿음의 화답을 통해, 신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
에 대한 경이로운 예고를 비로소 이해하고 음미하게끔 인도한다.9) 이는 어떠한 교
리가 아니며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들음의 여정이고, 신비롭고 성사적인 입문
이다. 그 안에서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마음을 열고 와 닿게 하는 계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정확히 말하면 경험해야 하며—의심과 낙담으로부터 진리에 대
한 즐거운 확신으로 건너가게 된다.
부활전야에 전례를 완성시키는 이 여정은, 일 년 동안, 아니 더 나아가 전체의 삶
동안 완성되도록 초대받은 신자들의 여정의 본보기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은총의
오래된 경륜에서 구원의 새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으로의 건너감을 가리킨다.
9) 이 여정에 관해서는 Jean-Pierre Sonnet, La Bibbia si apre a Pasqua. Il lezionario della Veglia
pasquale: storia, esegesi, liturgia , Cinisello Balsamo, San Paolo, Milano 2016 참조.

부활의 경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 즉 인간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약속과 예시
를 내용으로 한다. 신약 성경은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 안에서 일어나는 구
원을 증언하며, 예언자적 열정으로 부활이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전하는 영원한
은총과 같은 충만함의 사건, 즉 종말론적 완성에 주목한다.(1코린 15장 참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과정은 완전히 종료될 수 없는
신앙인들의 여정이다. 주님이 주는 은총의 신비는 언제까지나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새로운 위안을 주는 영신수련
과 모든 열림의 체험을 하는 순간,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계시의 선물을 받고 기뻐
하는 모든 은총의 순간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 있는 신앙을 얻는 동시에 자신이 믿
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희망에 가득 찬 이 순간은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
도록, 더 높은 지성으로 올라가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고 심오한 신비
의 풍요로움을 향해 내려가게 한다. 주님의 성경 말씀을 새겨듣는 행동은 이 여정
을 돕고 지속시키며, 우리의 인식을 열어 놓는다. 왜냐하면 희생된 어린 양, 죽음의
승리자가 봉인들을 뜯고(묵시 5,1-14), 진리의 핵심 안으로 신자들이 들어가게끔 하
고, 그 안에서 솟아 나오는 그들의 알렐루야 찬가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만남으로서의 부활 사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여정을 수행하며, 높은 이해력으로 주님 부활의 신
비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해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여성들의 발걸
음이나 예수님의 육신이 정말로 무덤에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도들의 발걸음, 멀리 떠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오던 엠마오의 제자
들의 발걸음, 또는 베드로가 호수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의 주님을 뵙기 위하여
호수에 뛰어 들어가던 발걸음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계시의 장소를 향해 움직이던
이 여인들과 사내들의 발걸음은 어쩌면 불확실한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러한 인간의 발걸음 위에는 성경의 말씀에서 오는 등불이 있다. 이는 길을 밝혀 주
고 용기를 주며 이끌어주고, 특히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를 친히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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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카 전야의 전례 예식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이와 유사한 여정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단순히 파스카 초를 밝히는 행렬에 의해 상징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례의
독서의 순서, 즉 구약 성서의 말씀들(하나의 완전한 순환을 가리키기 위한 7편의
독서들)을 듣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선
포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상징적이기는 하나, 이 여정은 더욱 실제적으로
실현된다. 이 전례의 순간은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인간’의 임무를 표현하며, 성찬
전례 안에서 구원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 방식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주도권
에 대한 관상과 더불어 완성된다. 부활 사건의 본질, 즉 결과적으로 전례예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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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르고자 하는 본질은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에서
찾을 수 있다. 마태오 복음사가가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떠
나 천사의 발현을 말해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마태 28,9)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겸손한 찬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루카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은 다음과 같
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
다.”(루카 24,15) 그리고 마지막 발현은 (그리스도의 천상 승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승천 장면) 예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된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어, “베타
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가셨다.”(루카 24,50)
끝으로 요한 복음 사가는 이러한 관점을 완성하는데, 그는 부활하신 분께서 문
이 닫힌 집 안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요한
21,19.26)

살아 계신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고, 즉 자신을 드러내시려 그

들에게 오셨다. 마지막 이야기인 티베리아 호수에서의 주님의 발현(요한 21장)에서
도, 주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고기잡이 기적이라는 표징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그의 동료 모두를 용서하시는 표현의
말씀을 전하셨다. 인간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들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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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아갔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선 가신 이유는 파스카 신비가 자신의 형제들
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구원으로 이끄는 이 마지막 계시는 예수님의 육체에서 일어난 변화, 즉 죽었다
가 완전히 살아난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부활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대
신에, 부활 사건을 따라 나타나는 구원의 효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제자들이 깨닫
게 함으로써 참되게 이루어진 구원의 효과를 명백히 함으로써 부활을 설명한다.
이 주제를 밝히기 위해 요셉의 여정 마지막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요셉
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해 그는 다른
형제들의 질투 대상이 되었다. 요섭의 형제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버리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증언
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게서, 특별히 그의 고통스러운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적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자
녀의 질시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이다. 나아가 창세기 45장의 서술을 짚
어 보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 부활하신 분의 발현 사화들과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둘 사이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부활의 구원적 양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세 요인만을 살펴보자.
1) 기다림의 시간. 요셉이 그의 지혜로운 재능을 꽃피우며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
을 때, 그는 영광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려 이집
트에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형제들이 자신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
의 이야기에 따르면, 형제들이 그를 알아볼 때까지 몇 년에 걸친 여러 다른 만남과
다양한 계략이 필요하였다. 이 긴 시간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형제들의 마음이 연
민으로 차츰 열리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 죽을 만큼 슬퍼하는) 아버
지 야곱과 (노예로 팔려 간 라헬의 다른 아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위협을 받는)
막내 동생 벤야민을 향한 사랑에 마음이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요
셉은 형제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기억 안에서 그들의 잘못과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의 흔적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에서도 이를 주목할 수 있는데, 비록 훨씬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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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시간의 지체가 있었다
는 점이다. 우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의 시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 3일
동안 제자들은 그들이 겪은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를 스승의 비극이라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으며
도망쳤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부정적인 인물들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날들은
슬픔의 나날들이었고, 루카의 진술에 따르면 베드로는 슬피 울었으며(루카 22,62),
모든 공동체가 이 비극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
의 상징적 이야기를 참조한다면, 혼란과 슬픔으로 닫혀있는 이들의 마음이 그분을
알아보는 빛나는 순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쓰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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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복음사가들이 한 마음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성찰해 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부활 사건을 알리는 천사들을 보
았으며, 적어도 마태오와 요한에 따르면,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알아보았던 첫 번
째 사람들이다. 이 사실은 관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스도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더 잘 되어있다는 견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이 사도들의 의식에서 불러일
으킨 효과를 주목하면 좋겠다. 여인들은 주님을 골고타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사
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분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여인들처럼 계시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들 중 몇은 실제로 무덤에 갔지만, 여인들과 다르게 주님을 보지는 못하였다.(루카
24,24)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이 얼마나 자

비로운 것인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성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
다.
2) 부활하신 분의 주도권.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분과 만남을 이루기 위한 어
떠한 내적, 외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 다시 배경이 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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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 앞에 있는 재상이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연민 가득한 사랑으로, 그것을 알려 주기 위
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
긴 그 아우입니다.”(창세 45,4) 자신을 형제라고 선언한 사실은 자신의 친형제들의
범죄를 이미 화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실제로 요셉은 자
신의 역사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따른
사건으로 다시 읽는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앞서
보내신 것 입니다. (⋯)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
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
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
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
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창세 45,5.7-8) 이로써
요셉의 성공은, 기적을 통해서 죄에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범죄
의 증오마저도 포함한 모든 것을 선을 드러내는 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경이로
운 활동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당당히 제위에 오른
것이다.
이제 이 경이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난의 상처들을 보여 주
시는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지난날에 대한 어떠한 비난의 말이나 꾸짖음의
기색 없이 그들에게 승리의 상징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속죄하고 구원하는
사랑을 증명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면서 실제로 ‘평
화’를 전하셨다.(요한 20,19.26) 배반했던 이들에게 향하는 화해의 말씀인 ‘평화’를 전
하시고,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느님께서 신비 안에서 계획하신 고난의 ‘필요성’을
보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구원사를 다시 읽으신다. 그 역사 안에서 자비의 승리와
하느님 구원의 경이로운 도래가 찬연하게 빛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를 친히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용서와 치유,
나아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힘을 지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해주신다.
3) 파견. 다시 찾게 된 친교의 상징, 즉 죄와 그 결과에서 오는 죄책감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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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뻔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지는, 그들이 체험한 경이로운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데 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보내졌다. 그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
라, 가족 모두를 위한 생명의 놀라운 근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아버
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지금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잃어버
렸던 아들의 성공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어, 다시 합쳐진 가문 전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다.(창세 45,9-13)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는 무덤 옆에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두
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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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마태 28,10)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내 형제들
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
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요한 20,17)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느
님과의 충만한 친교는 동시에 인간의 형제애적 친교와 연결된다. 동시에, 이 친교
에서 사도들의 사명으로 맡겨진 선포kerygma가 비롯된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파견
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들이 용서의 원천이 되게 하신
다.(요한 20,22-23) 그리고 제자들은 증언자로서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구원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떠난다.(마태오 28,19-20)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다.(시편 118,23) 요셉 형제들
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빛이 바래가던 사건이 이제 찬란하게 완성된다. 주님 부
활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구원하고 파견하는 역사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여정
이자 생명을 얻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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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IUTO AL DUBBIO: IL CONSIGLIO✽
조반니 쿠치 신부(예수회)✽✽
김민 요한 신부(예수회) 옮김

첫 번째 영적 자비 활동

의심을 품고 있는 이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래에 널리 입
증된 영적 자비 활동이다.1) 이것은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비행이 지닌 지성적이고
지혜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자비행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에서 주지시켰듯이 진리에 봉사하는 사랑으로 구현된
다. 인간은 진리에 목말라 하며 진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은 구체적인 도움의 표현이자 ‘첫 번째 자비행’으로서 타인의 어려
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으며 다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
해 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배고픈 이에
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는 것에 그치
지 않는다. 그것은 순례자를 환대하고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병자들과 죄수들
을 방문하는 것,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노약자를 보살피고 장님과 동반하는 것, 괴
로운 이를 위로하고 병자를 치료하며 방황하는 이를 인도하는 것, 의심 많은 이에
게 조언해 주고 궁핍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관
대하게 대하는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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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anni Cucci S.J.

1) 야고보 서간의 마지막 권고 참조.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
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
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 줄 것입니다.”(야고보
서간 5,19-20)
2) Agostino, s.(아우구스티노), «Manuale sulla fede, speranza e carit », 1972, in Id., Opere , vol.
VI/2, La vera religione , Roma, Citt Nuova, 1995,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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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수도승 라바누스 마우루스 역시 자선carit 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방랑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 무지한 이를 가르치고 이
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 사실 이 세상 모든 의인들이 행하
는 모든 선행들은 바로 이 ‘자선’이란 고유한 이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3)
자비행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라는 초대로, 곧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이들, 절망하는 이들, 비참한 이들을 향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
록 허락하는 것이다. “자비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
게 된다. 이 존엄성은 종종 사람이 더 취약해질수록 더 빛을 발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평생 계속해야 할 교훈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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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는 이들을 상담하는 것’은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고’ ‘괴로운 이들을 위로
하는 일’과 더불어 이른바 ‘늘 깨어 있는 활동들opere della vigilanza’ 중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인식을 향상시키고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을 함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 다양한 타자의 세계와 만
나도록 초대받고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아의 일면을 마주하도록 허
락하게 된다.
하지만 종종 이 주제와 종종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한데, 상담이 오해로 인해 헛되거나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언
을 구하는 사람이 이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재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흔한 상담 사례이다. 반면에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
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5)
교회는 이런 일을 자비의 ‘영적인 활동’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난이나 험담 혹
은 논쟁의 영역에서 거리를 두고자 한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
는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그런 관계를 고무시키는 의
도, ‘상담자’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그가 다룰 수 있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
3) Rabano Mauro, La formazione dei chierici (사제양성), II, 28, Roma, Citt Nuova, 2002, 105.
4) J. F. Keenan, Le opere di misericordia cuore del cristianesimo , Bologna, EDB, 2010, 109.
5) 체계적인 의심과 절대적 확신에 대한 환상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G. Cucci, «Id
dubbio: insidia o opportunt (의심: 위협 또는 기회)», in Civ. Catt. 2017 III, 29-38(“Doubt: Threat
or Opportunity”, in Civ. Catt . (English edition) 08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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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이것은 기교가 아니라 은총이자 선물이다.

상담

그 누구도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는 없다. 이는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
다. 타인에게 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유, 즉 초연함
distacco이

필요하다. 내담자와 그의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결국 감당하기 힘

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경은 심리적 섬세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
한다.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
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
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
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
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집회서 37,11)
상담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정 문제보다 이러한 정서적인 장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자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맥락은 근본적인 것이다. 이를 명
확히 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최선의 방
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상담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조언을 주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모
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차마 꺼내지 못하는 해답을 찾도록 돕는 것, 또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6)
도움을 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담도 겸손에서 우러나오는데, 자신의 취약한
영역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에 직면하여 스스로 도움의 필요
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 없이는 우리는 상담에 꼭 필요한 조건을 마련
할 수 없다. 집회서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도 규정하는데, 그것은 전문 기술
이나 영향력, 논리적 대화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선함과 깊은 영적인 삶이다. “네

6) L. Manicardi, La fatica della carit (자선의 수고), Magnano (Bi), Qiqajon, 201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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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네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집회서 37, 12) 이런 자질은 선한
마음, 연민을 느끼는 감수성과 정서적인 기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두려
움 없이 자신의 약함과 단점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
고 여기는 것을(이는 상담자에게 크나큰 유혹이다!) 방지할 수 있다. 상담은 마음
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자질에 힘입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결실을 얻게 된다.
집회서는 또한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사람의 양심(우리
말 성경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 본문 맥락에 따라 ‘양심’으로 번역한다. — 역자 주)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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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일곱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 주곤 한
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
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집회서 37,14-15) 자기 인식과 영적인 삶은 상담에 합당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목적이란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
고 수행하는 것이다. 상담은 내담자의 개인적 평가와 결정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
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마스 그린이 주목한 바에 따르면, 종종 의심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하
느님의 크나큰 신비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부족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
아가는 수고를 겪으려 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
할 때처럼 그분을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사실
이다. 하지만 내가 확신한 바에 따르면, 참된 식별(그리고 기도를 통한 참된 성장)
에 가장 큰 장애는 하느님의 무형적인 본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
하고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남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조차 가면 뒤에 숨는다.”7)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영적 상담은 정확한 특성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이성과 관련된 은사이다. 이는 토마스 그린이 관찰한 것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7) T. H. Green, SJ, Weeds Among the Wheat. Discernment: Where Prayer and Action Meet (밀밭
의 가라지: 식별,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곳). Ave Maria Press, 198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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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수고를 덜어준다. 이는 우리를 자기 인식이라는 도전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경청과 성찰, 내면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숙고의
행위인 것이다.8)
영적 상담의 또 다른 특징은 착한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또 다른 은사와 연
관된다. 이는 순수하고 명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무엇보
다 사려 깊은 이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수단을 찾도록 효과
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관건이 되는 본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사려 깊음의 덕prudence은 우리가 특정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도록 허락해 주는 상담의 은사에 의
해서 가장 잘 완성될 수 있다.”9)
덕과는 상반되는 상담에 있어서의 결점이 ‘경솔함’—경솔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경솔함은 “사람의 능력이 사려 깊음의 덕과 올바른
이성적 추론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데 장애가 된다.”10) 이는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다면 이러한 실수를 깨닫고 이미 벌어진 일을
통해 교훈을 스스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겸손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성급한 결론
과 무모함으로부터 구해준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위험한 온갖 오만한 추측에서 벗
어나게 해준다.11) 오만한 추측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완전한 확실성—사실 이는 인
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을 요구한다. 이러한 완전한 확실성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상담과 온유함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이러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8)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68, a. 1-3; II-II, q. 52, a. 1, ad 3; q. 71, a. 3. 참조.
9) A. Tanqueray, Compendio di Teologia Ascetica e Mistica , Roma, Descl e de Brouwer, 1930, n.
123.30.
10) 『신학대전』 II-II, q. 8, a. 7, ad 1; cf q. 52, a. 4.
11) C. Marmion, Cristo vita dell’anima , Milan, Vita e Pensiero, 1943, 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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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빠르게 활동할 수 있고 도전에 대해서 이해
하고 평가하게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루
기 위해 필요한 기대치 않는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의
해 인도되는 이들을 바람을 한껏 받고 움직이는 배에 비유할 수 있다. 성령의 은사
가 아니라 덕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은 더 큰 노고와 소음을 일으키는 노젓기에 의
해 움직이는 작은 배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속력이 늦기까지 한다.”12) 성
령과 함께 사람은 더욱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한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 진다.(마
태 19,26)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삶 속에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현존하신다는 징표이

자 추호의 의심 없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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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용한 텍스트들은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상담이 결실을 맺기 위한 최
상의 조건들을 멋지게 요약해준다. 이는 단순한 정보나 처방법, 모든 경우에 걸맞
은 근사한 테크닉이라기 보다는 믿음과 선을 발견하기 위한 원의 속에서 걸어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원의가 한 개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이 원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참된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원의와 그 원의의 실현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의심하는 것, 그
리고 이 연관관계는 단순한 환상이거나 힘든 삶에 대한 보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어떤 깊은 원의
가 새겨져 있어서 이미 존재하고 알려진 선을 향하도록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원
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13)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초대이기도 하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마태 7,7-8) 이는 약속이며 의심해
서는 안 될 위로의 말이다. 주님께서는 속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것은 대부분 이 현명한 기준들을 받아들이

12) L. Lallemant, La dottrina spirituale, Casale Monferrato (Al) - Milano, Piemme 163.

ncora, 1984,

13)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contra Gentiles (대이교도대전), l. III, c. 51; 『신학대전』 I-II, q. 30, a. 4; G.
Cucci, La forza dalla debolezza. Aspetti psicologici della vita spirituale , Rome, AdP, 2011, 33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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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실패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선적이고 불가피
한 단계는, 직면을 회피하고 이해라는 도전을 두려워하며 현상의 표면에 머무는
게으르고 손쉬운 방식을 택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의의 단계이다. 마음
이 온유할 때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 평가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상담 자체를 즐기는 것이 손쉬워진다. 교부들의
어록들 중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충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막의 교부가
다른 교부에게 물었다. 오늘날의 수도자들은 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일까? 대
답은 이렇다. 어린이들은 귀를 기울일 능력이 없으니까.”14)

항상 쓸모 있는 은사

상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이다. 특히 부유하며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
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공통의 준거점이 결여되어 있고 모순적인 제안으로 가
득 찬 우리들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상담과 상
담가들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근심과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불행히도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의심은 중요
해진다. 의심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생각과 생각의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장애가 될 수 있을,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관례들을 명료화하고
도전하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상담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차원은 심리학에서 ‘적당한 좌절optimal frustration’이
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다. 적당한 좌절은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내적인 평온
만을 위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을 제공하는 이에게 그러
한 힘이 없고 무엇보다 상담자가 지성과 내적인 평화 속에서 경청을 한다는 전제
에서 의심은 더 새로워진 힘과 더 큰 깊이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
문이다.15) 결정은 항상 도움을 청하는 이의 책임에 속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상담이 줄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는 결코 수학적이거나 경험적인 것이 아니

14) A. Louf, Generati dallo Spirito. L’ accompagnamento spirituale oggi , Magnano (Bi), Qiqajon,
1994, 66에서 인용.
15) G. Cucci, «Il dubbio: insidia o opportunit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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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윤리적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결코 강제적이지 않으며 이를 수용
하고 거부하는 자유가 담보되는 것이다. 결정은 결코 위임될 수 없다. 토마스 아퀴
나스 성인은 그 어떤 탁월한 상담이라도 인간 조건을 특징짓는 만일의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의심은 상담에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의심
은 삶의 현재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16)
카를로 마르티니 추기경은 얼마나 자주 상담이 아니라 ‘신탁’을 해달라고 요청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하느님의 뜻을 보다 더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의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틀림없이 확실한 말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해는 항상 종교적인 경험 속에서 현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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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님과 만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이더라도 그
냥 좋은 느낌에 머물기만 바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신
앙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투쟁을 두려워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활
동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상담의 은사는 우리가 이 갈등과 모호한 상황을 조용
히 살아내도록 허락해준다. 이러한 삶을 근심 없이, 내적인 분열 없이, 겸손과 인
내 속에서 살게 해주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선택을 평화로이 마주
하도록 해준다. 상담의 은사는 밝게 빛나는 빛 같은 것이 아니다. 빛 같은 것이었다
면 그 어떤 문제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명징하게 볼 수 있
다면 행동하기는 손쉬울 것이니 말이다. 상담은 상황이 불확실할 때 도움을 준다.
상담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며, 기도하고 생
각하고 성찰하고 상담을 받은 후, 이 시점에서 최선으로 보이는 방식을 이성적으로
선택하며, 그 방식을 또한 기꺼이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17)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종종 ‘신탁’을 청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바로 이런 이
유로 성경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귀를 현혹
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를 원하
는 것을 말하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좋은 것이 쓰기는 하지만 건강한 치료책이기 십상이다. 이
16) 『신학대전』 II-II, q. 52, a. 3, ad 2.
17) C. M. Martini, Uomini e donne dello Spirito (성령의 사람들), Milan, Piemme, 199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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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자신 안에 갇혀 있게 만들며 길을 잃게 될 때까지 선
(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든다.18)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셨던 예수님의 경우에도
많은 이들은 기적 앞에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표현한19))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좋은 숙고를 위한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의심을
그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는 ‘회심’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기도 하다.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의미를 포함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차원에서 의심을 경험한 이들이 하는
체험이다. (책과 사람, 경험으로 구체화되는) 지혜와의 다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
은 근원적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버나드 로너건은 그의 저서 『통찰Insight 』을 마무리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의 저서를 부단히 공부를 한 것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딜레마들과 관련하여 명
확한 대답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매우 기나긴 지적인 여정이
그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고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20) 이것이 바
로 그가 “지적인 회심”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간결한 해결책이 아
니라 그에게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을 소개해 주고 그리하여 새롭고도 전혀 예상
치 못한 길을 열어주는 지평의 변화였다.

상담에의 도움: 영의 식별

의심을 품는 이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야 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18) 이러한 경계는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거짓 예언
자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하느님의 종의 마음을 파괴한다. 그가 파멸시키는 것은 신자가 아니
라 의심을 품은 이들이다. 의심을 품은 이들은 거짓 예언자에게 마치 점쟁이를 만나듯 찾아가서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 본다. 그러면 그 거짓 예언자는 그 안에 신령한 영이
없으면서도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 이 답은 그들의 사악한 뜻에 걸맞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
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원의에 따라 기대에 부풀게 만든다. (⋯) 주님에 대한 믿음 속에 굳건히 머
무르는 많은 이들, 진리의 옷을 입은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영혼과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한다.”
19) 문자 그대로는 “주님을 경외함”이다.(시편 110,10; 잠언 1,7; 집회서 1; 예레미야 28)
20) Bernard Lonergan, Insight: 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 (통찰: 인간 이해를 위한 연구)
(Collected Works of Bernard Lonergan, Vol. 3 ), 5th Ed. University of Toront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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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문제의 맥락에 관한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에서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손꼽히며 잘 알려지고 증명된
방식이 바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의 식별이다.
이냐시오에게 식별은 무엇보다 문제를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라는 적절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식별은 이야기의 성격이 강한 개
념이다. 이냐시오는 누군가의 역사와 삶의 방향(“대죄에서 대죄로 나아가는 사람
들”, “자기 죄를 진정으로 보속하는 사람들”21)), 그리고 반복된 활동을 통해 마음에
뿌리를 내린 습관에 대해서 언급한다. ‘죄의 역사’에서 선한 영은 ‘사건들’의 형태
로 개입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참회를 통해 말을 건넨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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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찌르는”) 내적인 슬픔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한 조짐을 발견할 수 있는 예
기치 않은 상황을 마련한다. 반대편에 있는 원수는 현세적인 즐거움으로 유혹하고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한 외설적인 방식을 제시하며 그럼으로써 이전과 같이 위험
한 길을 계속하도록 하게 한다. 이 전술은 선함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다.
이렇게 분기(分岐)하는 양식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눈을 연
마하고 ‘이성의 내적 양심synteresis’, 즉 선과 악의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능력22)을
함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만적인 것, 그리하
여 공허함과 허무함의 느낌 속에 머물게 하는 것과 실제의 선을 구분해야 한다.
이냐시오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특히 영적 생활을 최초로 근본적으로 발견하
는 기간 동안을 다시 곱씹음으로써 참된 위안과 거짓 위안 사이의 차이를 보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집에 머물며 팜플
로나 공방전에서 입은 중상에서 회복하였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기사 이
야기와 같은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를 찾았다. 불행히도 그의 수중에 있었던 책들은
예수님과 성인들의 전기뿐이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상황에 그는 적응할 수밖
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 성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두 가지 대립되는 세계를 보
21)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영신수련』, 314번. D. J. Fares, «Aiuti per crescere nella capacit di
discernere», in Civ. Catt. 2017 I 377-389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 제3권(2017년 가을호)에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 편집자 주) 참조.
22) 『신학대전』 I, q. 79,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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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기사들의 모험과 성인들의 활동. 두 가지 매우 다른 세계는 분명히 그에
게 동시에 매력적이었다. 그의 마음에서 마치 추가 양쪽 방향을 오가듯이 그는 어
떤 때에는 한쪽에, 또 어떤 때에는 다른 한쪽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았다.
이냐시오가 더 주의 깊게 생각의 흐름을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노트를 남겼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 세상사를 공상
할 때에는 당장에는 매우 재미가 있었지만, 얼마 지난 뒤에 곧 싫증을 느껴 생각을
떨치고 나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에 가는 일, 맨발로 걷고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면서 성인전에서 본 고행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위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끝낸 다음에도 흡족하
고 행복한 여운을 맛보는 것이었다.”23)
이냐시오가 하느님에 대한 최초의 근원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독서에서 비
롯한 정서적인 울림에 귀를 기울이며 낯선 대칭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즉, 세상
에 대한 생각에는 쉽게 빠지게 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종국에는 쓴맛을 남
길 뿐이다. 반면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어렵고 이런 생각을 기쁘게 맞이하
기 위해서는 내적인 투쟁이 필요하지만, 한번 이 생각에 머물게 되면 비록 금욕이
나 참회, 금욕과 같이 어렵고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생각일지라도 깊고도 오래 지
속되는 평화 속에 머물며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24)
영의 식별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미래의 예수회 창립자 이냐
시오는 자신이 겪은 놀라움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 사는 한 일종의 피
상적인 평화만 체험할 뿐임을 깨닫게 되자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가 자
신의 삶을 개선하기 시작한 후로 미처 알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친다. 몇 년 후 이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애초 자신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확신
하게 된다. 즉 삶의 개선, 곧 하느님의 뜻에 더 순응하는 삶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주위환경 및 정서와 사고방식이 원래 목적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의심과 어려움은 이 선택이 옳은 것이고 확증된 것임을 증명
해준다. 유혹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혹을 통해 이미 시작된 이들의 가치를 측정
23)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자서전』, 8번.
24)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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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확인하며 그 한결같음을 측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금과 짚을 불로 태우
면서 그 차이를 확인하듯이 말이다.(1코린토 3,10-15)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신자
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도록, 그럼으로써 준비를 하도록 초대한다.(집회서 2,1)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모든 이가 이 순간을 경험하였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
든 성인들이 그러하였고 모든 신자들이 그러하였다. 이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남
아있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냐시오가 제안한 것은 근대성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생각과 이성
적인 추론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할 때, 그리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 시작된 좋
은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할 때 의심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25) 심지어 유혹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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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명백히 유익하면서도 확실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바를 식별할 필요성이 나온다. 지금 감지된
것과 그것의 ‘이야기 흐름percorso narrativo’, 그 기원과 무엇보다 향하는 지점에 이
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26) 그렇기에 자신을 알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함, 약점, 중요
한 부분, 그리고 자신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영혼의 참된 암호이다. 이 암호야말로 유혹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유혹자들이 원수에게 영혼의 문을 열고 원수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
가서 자신에게로 끌어 들일”27)위험이 있다. 이는 피곤하지만 가치 있는 활동이며
식별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일반적인 성숙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사실 이는 우
리의 마음을 정련시키며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일을 무심코 받아들이지 않
도록 도와주면서 깊이 있게 경험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식별의 기준이 되는 세세한 부분과
뉘앙스를 눈치채게 해준다. 이러한 노고를 통해 우리는 거친 단순성과 피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단순성과 피상성은 이냐시오가 그의 회심에 앞선 시기를 특징

25) “마음속에서 ‘앞으로 남은 칠십 평생을 어떻게 이 고된 생활을 해나가겠느냐?’ 하고 누군가가 질
문을 던져 오는 듯했다. 그 생각이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라 믿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맹렬한 격분
을 가지고 대답했다. ‘이 불쌍한 존재야, 네가 나한테 한 시간의 목숨이나마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유혹을 이겨 내고 그는 평안을 되찾았다.”(같은 책, 20번)
26)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영신수련』, 333번 참조.
27) 같은 책, 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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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것으로 그가 헛되고 무익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음의 단계

식별의 이야기적인 차원은 우리가 영적인 상담이 단순한 수사적인 설득이 아니
라 한 사람의 자아와 삶을 참을성 있게 읽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비의 활동은 의심을 품은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
진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삶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선함을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상담을 청하는 이들에게 간과되는 것
인데, 사실 상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다. 예컨대 이냐시오는 지난 과거
의 죄를 반복적으로 이끄는 의심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노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세심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28) 진정한 대답이 결정
다음의 순간에 찾아온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듯이, 마치 도움을 청하는
일 자체가 이미 결정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가 굳건해지는 것은 상담 과
정의 한 부분이다.
이냐시오가 사제가 되기 위한 기초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또 다른 의미
심장한 일화는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기나긴 학업과 무미건조한 연
학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상황에
서 그는 연학을 계속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되는 멋지고 좋은 상념을 즐길 수도 있었
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상념의 덫에 걸렸고 여기에서 어떤 조화롭지 못한 낯선 요
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러 가서도, 미사 중
에도 이처럼 생생한 통찰이 일찍이 내게 생긴 적이 없었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였
다. 그러자 서서히 이것이 일종의 유혹임을 깨닫게 되었다.”29)
이는 중요한 통찰이다. 어떤 것들은 잘못된 장소, 잘못된 때에(항상 이냐시오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렇기에 이것
이 유혹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유혹의 때가 다가오는 경우 그 유혹과는 정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냐시오는 선생님에게 가서
28)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자서전』, 25번.
29) 같은 책, 55번.

71

조반니 쿠치

온 힘으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최종적으로 그는 이러한 결정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 “단단히 작심하고서 이 언약을 하고 나자 그런 유혹은 그에게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다.”30)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상황에서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의 삶의 이
야기와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순간이다.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영은 일
을 쉽게 해주고 일이 끝난 후에는 평화와 고요가 찾아오게 해준다. 하느님은 시간
의 주인이시며 안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복잡함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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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평가와 숙고 이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검증의 필수적인 면이자 중
요한 지점으로, 이 성찰의 시간에는 의심에 빠진 이들을 상담 활동의 중심에 [다
시] 두어야 하며, 개인과 공동체, 단체와 수도회, 신자 모임 모두 자신들이 선택하
는 선익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만약 많은 대화와 사목적 삶에 대한 이성적 추론
의 결론이 씁쓸하고 화가 나는 것이라면, 이는 하느님의 영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
실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는 사회학적인 자료와 성찰에서 비롯한 것이지 하느님의
성령의 활동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일과 활동을 하고 문제를 손에 쥐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이는
성령의 활동일 것이다. (⋯) 원수는 주의 깊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들
며, 다양한 형태의 이성적 추론으로 이런 무위(無爲)에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한
다. 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씁쓸함과 믿음의 결여, 암울한 느낌, 일종의 분노일
뿐이다.”31)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성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20세기 비극적 사건으로 악명
을 떨친 이른바 “최종 해결책”(나치독일이 완곡하게 표현한 유대인 절멸 계획) 따
위의 절대적 확실성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 복잡성 안에 머물고 유동적
인 산등성이에 머물며 자신의 삶 안에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30) 같은 곳.
31) C. M. Martini, Uomini e donne dello Spirito (성령의 사람들), cit., 114.

의심에 도움이 되는 상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의심과 어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암울하고 적대적이어서,
어떤 노력도 헛수고라는 생각을 떨쳐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내
어주신 세상은 예수님께서 로마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헤로데 당원들, 쿰란(에세네파) 사람들 가운데 사셨던 세상과 같다. 어두움과 속
임수, 함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고요함으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
셨다. 그분도 고통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없다. 하지만 진
실과 정직과 명예로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32)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것이고 의심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
져 올리실 것이다.(마태 14:30-33)
의심을 품은 이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복잡성을 받아들이며
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의식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평가와 결정을 하
도록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살 만한 가치를 갖도록 만드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을 기회를 마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2) 같은 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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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의 자취를 따라 본
「대원칙Magnum Principium 」과 전례의 토착화
«MAGNUM PRINCIPIUM» E L’INCULTURAZIONE LITURGICA
NEL SOLCO DEL CONCILIO✽
체사레 지라우도 신부(예수회)✽✽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광주대교구) 옮김

하느님과 회중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놀라움
7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가 36항에서 천
명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원칙’이다. 거기에는 각 전례 회중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하느님과 대화할 권리를 인정한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미 9세기 중반에 치릴
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이 전례 언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고 한다. 세 언어만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합당하며, 이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곧 실제로 십자가의 명패 위에 쓰였던 언어들이라고 제한하는 이들에게
이 두 성인은, 전례 언어는 마치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내려 주시는’ 비
나, ‘모든 이 위에 똑같이 비치는’ 해(마태 5,45 참조) 그리고 ‘모든 이가 똑같이 숨 쉬
는’ 공기와 같이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 선익 가운데 하나라고 열거하
였다.1) 치릴로와 메토디오의 사도직 활동은 오로지 슬라브 민족에게만 관련이 있
었다. 이 문제가 라틴 민족에게 드러날 때까지는 수 세기가 흘러야 했고, 이때까지
는 성과가 없었다. 당시는 16세기였고, 약속들로 가득한 시기였지만, 교의적인 혼
란들로 불안한 시기였다. 이런 들끓는 듯한 환경에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리스
도 신앙의 일부를 이미 왜곡했던 부산물들을 막아 내느라 분주했고, 백성들의 언
어로 거행하는 전례에 호의적이었던 개혁가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

✽

La Civilt Cattolica 2017 IV 311-324 | 4018 (18 nov/2 dic 2017)

✽✽

Cesare Giraudo S.J.

1) 역사 자료와 참고 도서에 관해서는, C. Giraudo, «La costituzione “Sacrosanctm Concilium”: il
primo grande dono del Vaticano II», in Civ. Catt. 2003 IV 521-533, 특히 527-5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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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는 오로지 자국어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나 파문하면서도
(Denzinger–Sch metzer [DS] 1759), 공의회는 “목자들과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이
에게 미사 중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사에 읽히는 것들을 자주 설명해
주기를 명령하는” 신중함을 보였다.(DS 1749) 루도비코 안토니오 무라토리Ludovico
Antonio Muratori는

이탈리아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의 손에—그가 말하곤 했던 것처

럼 “하느님의 영광과 무지한 이들의 선익을 위해”—감사 기도를 포함한 미사의 모
든 기도문의 번역을 전해 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이는 1747년 출판된 그의 소책자

Della regolata divozione de’Cristiani 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용기 있는 시도에
이어 다른 시도들이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있었다. 다른 한편, 전례 거
행을 위해 이런 언어들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면서, 미사의 본문을—특히 감사 기
도를—자국어로 백성들의 손에 쥐어 주는 데에는 아직 그 안에 깊은 구렁이 있었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구렁을 메우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헌장’을 통하여 긴 기다림
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의 흐름이 바뀌었고, 가톨
릭과 종교 개혁파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
가, 공의회 시기와 함께 열린 교회의 온화한 적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전례 헌
장 「거룩한 공의회」 3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라틴어 사용이, 특수법은 유
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미사 또는 성사 집전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
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거기에 부여될 수 있다. 주로 독서, 권고, 어떤 기도문과 노
래에서, 이 일에 관하여 다음 장들에서 낱낱이 세워지는 규범에 따라 그러할 수 있
다. §3.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며,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제22항 2)의 규정에 따
라, (⋯)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
아야 한다. §4.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pprobari debet.”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64년 1월 25일 발표하신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Sacram
Liturgiam 」에 따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실행 위원회Consilium ad exsequendam
Constitutionem de sacra Liturgia’를 설립하심으로써, 전례 개혁은 시동을 걸었고, 첫 번

75

체사레 지라우도

째로 대훈령들을 발표하며 차분하게 그 여정을 시작하였다. 곧 「세계 공의회Inter
Oecumenici 」(1964), 「삼년 전Tres Abhinc Annos 」(1967), 「Comme

le Pr voit 」(1969)와 「전

례 쇄신Liturgicæ Instaurationes 」(1970)이 그것들이다. 비록 조금 뒤에, 이념상의 이유
들로,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 36항이 예견하듯이], 훈령 「Comme le Pr voit 」
곧 레르카로Lercaro 추기경이 전례서의 번역과 관련하여 각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낸 서한은 더 이상 대훈령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지만, 이는 여전히 그대
로 남아 있고, 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시기를 살았던 이들은 전례 체계의
본디 윤곽을 점진적으로 재발견하는 데 쏟은 열정을 기억한다.2) 이 전례 체계는
수 세기가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무게를 견뎌 왔던 것이다.
76

개혁에 호의적이었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곧바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수용 단계에서는 이미 그 첫 해부터, 그리고 특히 그 이후의 시기에, 공의회의 제
안이 지닌 선의를 자주 흐리게 하는 가벼운 행동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흔히
개혁을 외형적으로만 받아들여 쉽게 변형시켜 버리고, 자발성을 즉흥성과 동일시
하며, 거룩함의 의미를 상실하고, 서방의 온전한 전통을 특징지었던 라틴어와 음
악의 유산을 무분별하게 방치한 것 등이다. 이런 것들은 취약함의 징후들인데, 몇
년 뒤에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특별한 어떤 권위 있는 경고가 있었다.3)
첫 번째 대훈령들에 이어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작업으로 또 다른 두 개의 훈령
이 추가되었다. 「합법적 다양성Varietates Legitimae 」(1994)과 「올바른 전례Liturgiam
Authenticam 」(2001)가 그것이다. 특히 후자는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으로서 – 부

제가 언급하듯이 – 다만 “로마 전례서 발행에서 모국어 사용을 위해서”뿐 아니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36항)”도 제시되었다.

「올바른 전례Liturgiam Authenticam 」: 가치와 한계 사이에서

2) ‘전례 헌장’의 본문에서는 보통 ‘개혁하다riformare/개혁riformatio’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
을 가리키는 ‘쇄신하다instaurare/쇄신instauratio’이라는 한 쌍의 본디 의미의 가치에 관해서는, C.
Giraudo, «La riforma liturgica a 50 anni dal Vaticano II(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년 뒤에 바라본
전례 개혁)», in Civ. Catt. 2016 IV 432-445, 특히 433 참조.
3)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2007.7.7.)에 관해서는, 편집부, «La
liturgia nel solco della tradizione(전통의 자취를 따라 본 전례)», in Civ. Catt. 2007 III 455-4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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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는 단절된 하나의 문서가 아
니라 “올바른 실천을 위한 다섯 번째 훈령”이라는 부제가 알려주듯이, 공의회가
바라는 전례 개혁을 이끌려 한 다른 훈령들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분명히 거기에
포함된 규범들을 평가하는 데 더욱더 적합한 사람은 전례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사목자들이다.
전례학자들은 이 문서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자국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전례 회중이 서로 잘 소통하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훈령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심의와 교령
들을 통하여 전례 예식, (⋯) 개별 교회, 특히 사도들에게서 교부들을 통하여 내려
온 전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유서 깊은 동방 교회의 고유한 그리스도교
생활 규율에 독특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4항)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즐
거운 일이다.
훈령은, 전례서 번역이 라틴어 원문에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성경 본
문일 경우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어야 한다(24항)고 강조한
다. 모든 언어권에 대하여, “전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게 될 거룩한 문체”(27항;
47항과 50항 다 참조)로

작업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용어의 직역이 모국어에

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듣는 이들에게 호
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리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43항) 있으므로, 전례
적 표현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들로 단조롭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한다.
“전례문은 본질상 전례 거행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도록 의도된 것이므
로”, 훈령은 번역자들이 구두 전달의 기술들, 곧 구문과 문체, 장엄하고 고양된 어
조, 두운과 모음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상, 반복, 대구, 대조, 운율과 같은 것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한다.(59항)
이러저러한 강조점들을 존중하고 공유하면서도, 전례학자들은, 예를 들어 ‘전
례 개혁’이라는 개념이, 훈령 전체에서 여섯 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전례의 쇄신
instauratio liturgica’이라는

표현(2.3.6.7.20.76항)에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는 당혹

감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원했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하신 전례 개혁이라는 이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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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모의 교회 사건을 왜 슬며시 덮으려 하는가? 그리고 필요한 검증과 관련하
여, 주교회의들의 역할을 해치고 지역 교회의 품위를 손상할 위험이 있는 중앙 집
권화를 왜 그렇게도 강조하는가?
때로는 동일한 논증들을 이끌면서 결론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로마 예법 자체가 참된 토착화의 훌륭한 표본이며 도구”라는 것을 언급한 뒤에,
그러나 “전례서를 번역하려고 할 때에는 로마 예법의 본질과 통일된 표현을 보존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더 나아가 “모국어 번역 작업
을 포함하는 토착화 작업은 새로운 종류나 계보의 예식을 만드는 길로 여기기보
다는, 오히려 문화적 사목적 필요에서 도입된 모든 적응이 토착화 작업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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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예법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안에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길로 인
식하여야 한다.”(5항)라고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토착화의 개념은 새로운 형태와
구조에 대한 개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받은 형태와 구조를 단순히 유
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와 비슷한 불확실성은 “이 훈령의 규범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발표된
모든 규범을 대신하여야substituantur 하지만, (⋯) 「합법적 다양성」은 예외”(8항)라
고 하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단언적인 선언에 대해, 전례학자는 다음과 같
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령 「세계 공의회」, 「삼년 전」, 「Comme le pr voit 」와
「전례 쇄신」은 다른 할 말이 없을까? 공의회 이후의 전례 개혁을 지혜롭게 이끌었
던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교도권의 훈령
들로 퉁명스럽게 종결한다면, 그리고 통풍구로서 「합법적 다양성」만 놓아둔다면,
이 문제에 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선언들에도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 「올바른 전례」를 읽고 또 읽어 보면서 적어도 몇 명은 전례서들의 편찬에 있
어서 자국어를 활용하는 것이 진짜로 종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최근의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 」은 중요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의무로나 다른 합법적 이유로 전례서들을 번역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라면, 얼
마 전부터 그것을 승인받는 데 필요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전례」가 80항에 있는 ‘인준하다recognoscere/인준recogn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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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한 쌍의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 데 있다.4) 이 용어의 의미는 전치사 ‘re-’에 딸
린 어원사전을 펼쳐 보면 알 수 있는데, ‘인준하다re-cognoscre’라는 이미 알고 있
는 어떤 것을,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문서
들의 문제라면, 교정이나 수정 작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은 말한
다. 이에 대해 2006년 4월 28일의 ‘교회법해석평의회의 주석’이 확인해 주는데, 거
기에는 “이 교회법이나 전례서들의 ‘인준recognitio’은 개괄적이거나 총괄적인 승인
도 아니고, 단순한 ‘인가’는 더더욱 아니다. 반대로, 검토나 주의 깊고 섬세한 교정
의 문제이다. 주교회의들이 선포하거나 출판하려고 하는 관련 서적들에 대하여 적
법성과 교회법적 전례적 보편 규범들과의 상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
나 이 설명도 훈령 「올바른 전례」에 달려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 바로 이어서 그
에 대해 제시된 해석을 확인하면서 대폭적인 수정도 제시한다.5) 결국, ‘주석’을 보
고 ‘인준’이라는 용어가 훈령에서 지닌 가치를 연구하는 이는 일종의 ‘선결문제 요
구의 오류petitio principii’에 직면하는 인상을 갖게 된다. 이는 설명해야 하는 것을 거
론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 자체의 대상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주교회의들이 준비한 번역들을 상세하고 신중하게 교정하는 책무를 받아
들이면서,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자신의 실제 권한을 넘어서는 직무를 짊어졌다.
실제로, 그 직무자들이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유럽어가 아닌 수많은 언
어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그런 지식들을 결코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게
다가 ‘기호 논리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이런 사고 외에도, 더 두드러지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주교회의들의 역할인데, 그들은 공의회의 헌장들과 보완 문서
들이 주교회의에 인정해 주었던 어떤 권한을 점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인
다. 특히 「계시 헌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으로 허용된 권한
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22항 2)
4) 「올바른 전례Liturgiam Authenticam 」에는 ‘인준하다recognoscere/인준recognitio’이라는 한 쌍
의 단어가 35번 나온다. 4.8.15.18.22.39.60.67(2번).68(2번).71.73.77.79.80(4번).81.82.83.87.97.104.106.108.
114.126.127(2번).128.130(2번).131.
5) “또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올바른 전례」 79-84항에서도, 특히 전례서에 관련해서 ‘인준
recognitio’에 관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제시되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주
석은 본문 80항을 인용하면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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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의 개념에 대한 과도한 극단화가 침체기로 이끌었던 과정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특히 지역 주교회의들이 전례 문제에서 부당하게 빼앗겼던 그
권한들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개입을 결정하
셨다.

중앙과 주변 사이에 권한들의 재분배

2017년 9월 3일 발표된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6)는 ‘대원칙Magnum Principium’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공의회의 헌장 36항을 떠올리게 한다. 교황께서는 이 규
정의 대상이 라틴 교회법 제838조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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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서둘러 개정 소식을 알리신다.
문헌은 “자국어를 전례에 도입하고 전례서의 번역판들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막
중한 책무(grave

[...] mandatum )를

주교들에게 맡기도록” 예고하면서 시작한다. 따라

서 라틴 교회가 “전례 고유 언어의 일부가 소실될 위험이 따르는 희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
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국어 점진적으로만 전례 언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점진적으로만이) 전례 라틴어와 같이 신앙 증진을 위하여 유려한 문체와 심
오한 생각으로 빛나는 전례 언어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개별 단어와 그
것이 흐르는 문맥 사이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가톨릭 전통의 광범위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번역의 어려움들에 관하여 언급을 한 뒤, 문헌은 “이러한 긴 작업 과정에
서 주교회의들과 이 사도좌 사이에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 곧 경신성사성과 주교회의들 사이에 완전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어
있고 창의적인 한결같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제안 사항이 시작되는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의회 때
부터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주교회의들
의 권리와 직무ius et munus를 잊지 말아야 하고, (⋯) 각 언어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려야” 한다. 3) “교회법 제838조의 현행 법규
6) 자의 교서는 2017년 9월 10일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 pp.4-5에 공표되
었고, 이어서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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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곧 ‘전례 헌장’뿐만 아니라, 공의회 폐막 며칠 뒤에 바
오로 6세 교황께서 공포하신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와도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개정된 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다. “§2.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주교회의가 법 규범에 따라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recognoscere,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
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3.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
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후에post confirmationem, 관할 지역을 위하여, 전례서를 발행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전례서들의 ‘인준’ 권한을 인가하는 경신성사성에 관한 규정
이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 제64조 3항—“[경신성사성은] 주교회의에서 합
법적으로 준비한 전례서의 번역과 그 적용을 인증한다recognoscit.”—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 교서는 향후 조문과 규칙은 새로운 규범을 기초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실제로, 이 조항은 ‘인증하다recognoscit’라는 동사의 첫 번
째 목적어(“전례서의 번역”)를 삭제하고, 오직 두 번째 목적어(“전례서의 변경사항
들”)만을 남겨 놓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핵심 단어인 ‘인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전에는 경신성사성이, 앞서 주교회의들이 작업하고, 「올바른
전례」의 엄격한 조사를 통과한 전례서들의 ‘인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번역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교회의들에게 되돌려진다. 그들이 자기 신
앙의 권위 있고 유일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경신성사성은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가 존중되었고, 본문들이 전체가 번역되었는지를 보증하는 번역에 대한 ‘추인
confirmatio’과 함께, 만일 주교회의 스스로 제안한 변경 사항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인준 권한을 행사한다. 라틴어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식 문헌들은 본문의 중요성을 밝혀 주거나 그 의미를 이차적으로 확인해 주는
첨부 문서들을 함께 발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의 교서 「대원칙」도 이와 마찬
가지로, 그것이 공포될 때 「주석」과 「해설」이 함께 발표되었는데, 두 문서 모두 경

81

체사레 지라우도

신성사성 차관 아서 로시Arthur Roche 대주교가 서명하고, 자의 교서 자체의 첨부
문서로 9월 9일에 발표되었다.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의 근거 자료에 비추어 본 제838조」라는 제목으로 발
표된 주석은, 동사 ‘인준하다reconoscere’와 ‘승인하다 또는 추인하다probare
confirmare’라는

seu

표현의 가치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그 조항의 2항과 3항에 대한 근

거 자료들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법 조항들에서 드러나는 새로움을
밝힌다. 다음과 같은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추인’은 유권 행위이며, 이로써 경신
성사성은 번역의 책임을, 충실히 할 것으로 이해하고 주교회의의 교리적 사목적
‘임무’에 맡긴 가운데 주교회의의 승인을 인허한다. 요컨대, 통상적으로 신뢰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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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바탕으로 인정하는 ‘추인’은, 라틴어 표준판과 비교하여 특히 가장 중요한 전
례문들(예컨대, 교황 성하의 승인이 필요한 성사 양식문, 미사 통상문, 감사 기도
와 서품 기도는 모두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마련한 본문의 충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한다.”
‘주석’에 이어 ‘해석의 열쇠Una chiave di lettura’라는 제목으로 자의 교서에 대한 ‘해
설’이 따라오는데, 이미 앞서 제시되었던 주요 주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 간다. 여
기까지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으나, 새로운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

후속적인 해석 작업과 이어지는 권위 있는 답변

10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몇몇 언론 기관들에 이탈리아어 번역문이 먼저 등장
하는데, 원문은 프랑스어로 된 「자의 교서 「대원칙」의 정확하고 더 바람직한 이해
를 위한 소고Humble contribution pour une meilleure et juste compr
“Magnum Principium”」라는

hension du Motu Proprio

제목의 긴 서한이다. 이는 로베르 사라Robert Sarah 추기

경이 10월 1일자로 교황께 제출했던 것이다.7) 여기에서 추기경은 경신성사성이 주
교회의들에 보냈던 9월 26일자 서한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이 서한의 연장선에
이 소고를 연결시킨다. 이는, 자의 교서와 함께 발표된 두 개의 첨부 문서들처럼,

7) 본문은 10월 12일에 웹 사이트 La Nuova Bussola Quotidiana 에 이태리어 번역이 등장하고, 10월
14일에 불어 원문이 L’Homme Nouveau 라는 격주간지 지면(p.9)에 단독으로 발표되었으며, 10월
20일에 해당 웹 사이트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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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자의 교서 발표 이전과 이후의 교회법 제838조의 비교와
하나의 ‘해설’이다.
장관은 “우리 성의 입장에서, 주교회의들의 적응과 번역 작업에 협력하는 것은
교회법 제838조에 있는 이 두 개의 단어, 곧 ‘인준’과 ‘추인’에 온전히 포함된다. 정
확하게 무엇들을 뜻하는가?”라고 상기시킨다. 어쨌든,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는
앞서 알려진 상항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다시 안내한다. 실제로, 향후 경신성사성
이 하는 ‘인준’은 오로지 주교회의들이 제안한 변경사항들에만 행사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인준’이라는 용어가 앞서 번역들의 정확한 검증에 관
해 의미했던 만큼을 ‘추인’이라는 개념에 얹어 놓는다. “전례서 번역의 기준이 되
는 문서는 계속해서 훈령 「올바른 전례」이다.”라는 서문에 이어서, 순조롭게 결론
을 풀어낸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서에 있어서 제시된 요구들과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에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인준’과 ‘추인’이라
는 두 단어는, 엄밀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단어들이므로, 훈령
「올바른 전례」에서 첫 번째 단어를 두 번째 단어로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는 특별히 79-84항에 대해서 유효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도권이 개
입을 했는지에 대하여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에 직면하여, 교황께서는 당신의 대화 상대인 추기경에게 개인적 서
신을 보내시어, 이 편지를 ‘해설’이 발표되었던 해당 사이트들에 공개할 뿐 아니라,
“모든 주교회의에, 또한 해당 경신성사성의 위원과 자문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청하시면서, 참관자들이 한마음으로 ‘비공개’라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
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러한 요구에 순명하면서 이 편지가 공개되었다.
여기에 드러난 논쟁은 번역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고, 성좌와 주교회의들 사이의
관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된 번역들에 대한 교황의 결정들을 다음과 같
이 8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명백한 것은, (1) “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인준’과
‘추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자의 교서 「대원칙」이 제정한 인준과 추인의 차이를 강
조”한다. “이는 경신성사성이 「올바른 전례」 이후로 채택한 관행을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2) “교회법 제838조의 새로운 규정은 ‘인준’과 ‘추인’의 구별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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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두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도좌와 주교회의의 다른 책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
을 지적한다. 이어서 중요한 결정이 따라온다. (3) “「대원칙」은, 과거에 해 왔던 대
로, 번역이 「올바른 전례」의 규범과 모든 점에서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법전에서 번역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과 합법적 적응을 위하여 요
구하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올바른 전례」 79-84항을 포함하여 그 개별 조항
들을 주의 깊게 재이해하여야 한다. 그 결과 「대원칙」에서 개정한 새로운 교회법
조문에 따라 「올바른 전례」의 일부 조항(예컨대, 76항과 80항)이 폐지되거나 축소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4) 주교회의들은 번역에 대하여 온전한 권한, 다시 말
해서 “주교회의가 성좌와 대화를 나눈다면, 원문 번역에서 선익과 양편 용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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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을 판단할 권한”을 회복한다. 다른 결과로는 (5) “감사 기도와 특별히 교황
의 승인을 받는 성사 양식문 같은 특히 중요한 양식문”에 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추인’은 “표준판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
된다. (6) “교회법 [제838조] 3항의 ‘충실하게fideliter’는 삼중의 충실성, 곧 우선적으
로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번역되는 개별 언어에 대한 충실성, 끝으로 신자
들의 본문 이해를 위한 충실성”임을 상기시킨다. (7) 변경사항들에 관해서, 그리고
중요한 양식문들의 번역에 관해서 경신성사성이 행사하는 새로운 ‘인준’은 “교회
법과 교회의 친교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특정
된다. 마지막으로 (8) 번역의 충실성에 대해 과거 ‘인준’이 가진 목적을 ‘추인’에 부
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천명한다.

공의회가 남긴 흔적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개혁의 연속성

전례서들의 번역에 관한 온전한 권한을 주교회의들에 되돌려주면서, 자의 교서
는 보조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하급 기관이 자신에
게 합법적으로 인정된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에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우선
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8) 다른 한편, 정교하게 번역 작업을 수행했던 전문가

8)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1883항) 참
조. 만일 이 현명한 원칙이 사회단체의 내부 관계들을 규제한다면,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
의 상호 관계를 위해 언급할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공의회의 자취를 따라 본 「대원칙」과 전례의 토착화

들의 집단이 속한 각 주교회의들보다, 그 번역들이 원문에 상응하는지를 더 잘 판
단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게다가, 모든 번역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해석이
다. 70인역은 “70명의 번역자들에 따른 것iuxta Septuaginta interpretes”이라고 일컬어
지지 않는가?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은 별명으로 ‘번역자interpres’라고 정의되지 않
는가?9) 완전무결한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는
조만간 원문을 번역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반역하는 표현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다시 훈령 「Comme le pr voit 」에 간접적으로 발언권을
준 자의 교서에 감사한다. 이 훈령으로 이 시점에서 「올바른 전례」의 지침들이 조
화를 이루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례 전통은 복제의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적절한 적응들과 섭리를 통한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발전이라는 확실
한 기초 위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만 앞으로 나아간다.
감사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자의 교서가, 전례의 토착화, 특히 교부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교회의 첫 번째 시노드(1994)와 조
화를 이루며, 신생 교회들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유산들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
을 연구하려는 전례의 토착화를 재가동한다는 사실이다.10) 토착화라는 주제와 같
은 선상에서—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와 긴밀하게 결속된 본문들의 번역과 같은 선
상에서—우리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인
은 밀라노 교회의 고유한 관습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것에서 로마 교
회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In omnibus
cupio sequi Ecclesiam Romanam; sed tamen et nos hominis sensum habemus! ”11) 자기들 스스

로에게 이 합법적이고 의무적인 권리 회복을 적용하고 적응시키며, 오늘날 신생
9) “Sidonio Apollinare는 갈리아에서 아우툰의 주교였던, ‘Papa’ Eufronio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편적
인 찬사로 ‘풍유가allegorista’ 오리게네스를 ‘번역가’인 예로니모Hieronymus interpres에게, 그리
고 ‘논리가’(변증법 학자)인 아우구스티노에게 연결시켰다(⋯)”(H. de Lubac, Ex g se m di vale ,
I, Paris, Aubier, 1959, 221, 라틴어 인용과 언급들은 같은 곳; 이탈리아어 번역은 Esegesi
medievale , I, Milano, Jaca Book, 233 참조)
10) 이런 의미에서 시노드 후속 권고인 「아프리카 교회Ecclesia in Africa 」(1995) 67항을 다시 읽는 것
이 유익하다. 거기에서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들이 가진 긍정적인 가치들은 “복음을 위한 준비로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가치들에는, 과거에 이미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의 충만한 계시에 열려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의 씨앗
Semina Verbi’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준다.
11) Ambrogio, s., De Sacramenti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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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또한 모든 것에서 로마 교
회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인간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풍요로운 밭이랑에 씨를 뿌리는 말씀께서 처음부터 뿌려 놓으신 은총의 선
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전례 기도를 번역하도록 동의해
주십시오.” 로마 교회와—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어 버린 예식과—기
도하는 신앙의 친교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기도하는 법에
새로운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 확실히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12) 모든 것에 앞
서서, 교회가 성찬 전례를 거행하는 기도문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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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섭리를 통한 전례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가 검증될 수 있는데, ‘10세기의 로마-게르만 주교 예식
서’와 관련된 이야기와 유사하다. 로마에서 처음부터 풍요로웠던 이 예식서는 게르만 교회에 맞추
어 변경되었는데, 이후 로마로 돌아와서 한 번 더 풍요로워졌다. 실제로 12세기의 로마 주교 예식
서를 편집하는 데 사용되었다.

17호
촛불 혁명 이후 한국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칠레와 페루 예수회원들과의 대화
“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의 난해한 청원에 관하여

오세일

촛불 혁명 이후 한국
LA COREA DEL SUD DOPO LA «RIVOLUZIONE DELLE CANDELE»*
오세일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2017년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한국인들도 비극적인 전쟁에 이은 국가의 분단, 그리고 독재자와 부패
한 지도자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다. 한편, 한국
인들은 지난 세월 동안 정부의 부패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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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마침내 희망과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을 높이 밝혀들었다.
한국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
한 촛불 혁명은 마무리 되었다. 6개월 동안 토요일 저녁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혔는데, 한때는 참석자가 이백만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사회 정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2017년 5월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고
질적인 사회 병폐를 개선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뿐만 아니라1) 남북 상황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이고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는 일이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 상황이 초래한 긴장이 해결되지 않
고서는 한반도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없을 것이다.(시편 85,11 참조) 한국천주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그날을 향해 노력해 왔다.

한국 현대사의 두 얼굴: 발전과 적폐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1950-1953)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회자되
는 과정을 거치며 경제화와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룩하였고, 1987년 국민투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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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6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년 징
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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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민주화를 일부분 확보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주최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국가 위
상을 높여 왔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대열에 진입한 사실을
자부해 왔지만,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자살률로
대변되는 ‘삶의 질’의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부각되어 왔다. 한 마디로, 한국 사회
의 외면적 발전과 내재적 문제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시민 사회의 분열을 단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인권과 사회정의 및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반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보수 진영은 반공을 내
세우며 철저한 친미 노선을 추구해 왔다.
한국사회의 두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역사적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1910-1945)에
대한 민족의 상처와 과오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청산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
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일본제국에 부역하고 독립
운동가들을 박해한 ‘친일매국분자’들을 심판하려 했다. 그러나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자기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반공주의
자’라는 명분으로 석방하고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냉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친일 세력은 ‘반공주의’를
방패로 삼아 남한 사회에서 엘리트층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남
북분단 체제를 이용하려는 주류 정치인들에 의해 대한민국 초창기부터 사회정의
와 민주주의의 실현이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군사독재 정권(1961-1992)은 전체주의 이념을 앞세우며 국가가 주도하는 재
벌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소외된 계층(농민, 노동자, 빈민 등)의 착취를 정
당화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반공주의를 앞세우며
종북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억압되었다. ‘선성장 후분배’ 또는 ‘기업
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와 같은 구호로 표현되는 자유시장 경제의 에토스를 강화
해 온 정부는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였다. 게다가, 1998년 한국 경제가 IMF의 감
독을 받게 되면서 IMF가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체제가 한국의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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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가져오며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시기(1998-2008) 동안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지속해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두 대통령 모두 북한을 방문해,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남북 간의 협력을 논
의하여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보수 정권(2008-2017)은 국가와 시민사
회를 와해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2008-2013) 자유무역협정(FTA)
의 발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가와 정치인들에게 막대
90

한 이익을 안겨 주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과 국토환경에 엄청난 해를 끼치며 공
동선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최근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정경유착과 폐쇄적
국정비리가 더욱 심화되었다. 공적 책무성과 사회정의가 결핍된 채 사익을 추구해
온 이들 정권은 인권을 억압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그 결과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현재 구속 수
감되어 있다.

촛불 혁명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은 1961년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
희 대통령(1963-1979)의 맏딸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2013
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이후, 한국의 국정 운영에 무질서와 분열이 지속되어 왔
다. 집권 초기 박근혜는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누렸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런데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가 폭로되면서,2) 박근혜가 무지하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2)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관한 JTBC의 특종 보도는 전 국민에게 박근혜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명백
히 설명하는 단서가 되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박근혜의 공적 연설문을 수정해 주던 최순
실의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명의의 재단 설립을 통해서 정부의 지금으
로 대기업의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아 낸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과 이화여대 부정 입학 비리가 밝혀지면서 촛불 집회로 표현된 국민적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30일 JTBC 보도 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는 이 보도와 관
련하여 가톨릭 매스컴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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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시민들의 연대와 6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진행된 촛
불 집회의 염원에 힘입어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박근
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창일치
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이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삼성 비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적 책무성’의 방기에 있다. 공적 책무성이란
공공 영역에서 특정한 문제 혹은 이슈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해 설명
해야 하는 의무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권은 학생이 대
부분을 차지한 304명의 시민이 익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으나 이를
국가 기밀로 밀봉해 둔 상태다. 한편,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4년 8월 방한 중에 “인
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3)고 말하며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2017년 촛불집회는 독재 시절 비폭력 투쟁을 강조하며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히던
시국기도회가 일반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평화롭게 태워 올리는 평화적인 시위
문화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은 사건 하나가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10개월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고 있던 가톨릭 농민회의 지도자 백남기
(임마누엘)의 시신을 경찰이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려고 시
도하였던 것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병원측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기재하였
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검을 집행하려고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에 대해 종교
계와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정부와 경찰은 죽음을 ‘그의 탓’으로 몰고 가
려고 했다.4)
2016년 11월 5일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어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대회
가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시민 누구나 촛불을 들고 모이는 집회에서 시민
3) A. Spadaro,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nella Repubblica di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교종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 보호, 공감, 위로)», in Civ. Catt . 2014 III 403-418 참조.
4) 경찰과 정부의 태도는 나봇의 땅을 빼앗고 그를 죽인 후 그 죽음을 정당화하려 했던 아합 왕과 이
사벨의 간계를 떠올리게 한다.(1열왕 21,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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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보다 나은 국가 사회’를 염원하며 인간이 참으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질서’
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였다.
촛불집회는 10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서울의 중심
지인 광화문 광장과 전국 도심에서 총 24차례 진행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안
을 의결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에서 170만 명, 전
국 23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맞불 집회가 정부
의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지만, 한국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촛불집회를 지지했다.5)
탄핵 그 자체는 법제적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제도 안에서의 혁명적 결과는 촛불집회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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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촛불집회의 전개 양상에는 세계 사회운동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특기할 만
한 요인이 많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반년 넘는 긴 투쟁이 ‘평화 시위’로 전개되
었다는 사실이다. 촛불집회가 시작되던 초기 단계에서는 성난 군중이 공식 집회에
이후 행진을 막기 위해 세워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
고자 하는 시도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평화, 평화, 평화⋯”
를 연호하며 평화 시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웠으며, 시민과 경찰 양측 모두에
게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후 사람
들이 차벽을 치고 있는 경찰 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버스 옆면에 포스트잇을 도
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양심적인 시민들이 무고한 어린 경찰들에게 과한 부담을 준
다는 이유로 포스트잇마저도 자체적으로 모두 제거하였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듯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평화 집회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중고생들과 수많은 시
민이 집회가 끝나가는 밤 11시 전후로 쓰레기봉투를 들고 집회 현장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함께 청소하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국정 농단에 대

5) 보수 단체들은 태극기 맞불 집회를 전개하며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촛불집회를 비난하고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하였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의 탄핵에 반대
하기 위한 집회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하여 몇 명의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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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노가 거세지면서 집회에 참석한 군중이 점점 더 청와대 가까이 접근해서 시
위를 하였지만, 단 한 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평화 집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루어냈다. 특별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지방 번화가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3분 스피치 릴레이인 ‘자유 발언대’는 흥겹고 감동적으로 이어
졌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정치 의식이 매
우 고양되어 나갔다.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가 집회장에서의 ‘집합 정신’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확산되어 제도적인 정치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쳐
나갔던 것이다.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위하여 밝혀든 촛불이 결국 합법적인 정권교체
를 평화롭게 이루어낸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계절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집회가 국가의 봄, 새
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를 ‘촛불혁명’이라
고 부른다. 30년 전 1987년 민주화 투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하였지만, 한국정
치는 대의정치제도의 한계와 정경유착, 적폐로 인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
에 봉착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공표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의
힘을 각성하게 되고 시민 연대와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강한 열망을 바탕으로 아
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의 과정은 아래
로부터 올라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깊고도 열렬한 갈망이 합법적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최고 권력에 의해서 확인되어 체제 안에 편입된 것이다.

국가 통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점에서 준비된 정치인이었다. 문재인 대통
령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9년 노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그는 2014년 세월호 참
사를 지켜보며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단식 투쟁에 열흘 간이나 동참했으며 촛불
혁명과 연대하고 민주당의 개혁과 신뢰를 재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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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지지율은 80%에 이르기까지 했다.6)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언론, 교육, 대기업 개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사업에 단호
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도 국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삼성의 실질적 소유
주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도 비리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
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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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외압과 분단국
으로서 냉전 체제의 대립에서 오는 안보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모든 어려움
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가 통합과 국제 질서의 평화로운 재편을 향
한 길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라는 난제

이제 남북 관계를 살펴보자. 2017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평화가
없이는 정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1985년 북한은 핵무
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참여했지만, 1993년에 이를 철회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7) 특히 최근에는 모든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2017년 9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서 대
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뉴스는 남한과 일본, 미국과
6)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품성과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는 80%에 이르는 지지율의 한 요인으로 작
용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편지
를 낭독한 젊은 여성에서 선뜻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다. 이 광경은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
만져 주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청와대 입주를 앞둔 영부인은 민원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여인
을 부둥켜안고 집으로 데려가 컵라면을 대접하였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즉흥적이며 자연스럽되
격을 지나치지 않는 겸손한 태도는 국민들이 바라 마지않던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환영받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
주의를 발전시킨 공로로 미국 대서양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세계시민상’을 수상하였다.
7) A. Macchi, «Il ritiro della Corea del Nord dal trattato di non proliferazione nucleare(북한의 핵확
산금지조약 탈퇴)», in Civ. Catt . 2003 I 337-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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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충격을 주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평범하
지 않은 두 인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고받은 말
싸움은 국가 안보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8)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남한의 군사 작전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2007년에서 2016년에 걸쳐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정
학적 전략에 발맞추어 사드(THAAD)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였다. 미국 국내 경
제의 보호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한국 상품 일부에 특별 관세를 부과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압박
을 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한은 사드 배치를 취소시키려는 의도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나 한국 관광 금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이 남한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
화를 재개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 올해 1월 남북한 당국자들은 동계올림픽에 함께
참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교종 프란치스코는 올림픽 기간 중에 휴전하는
전통이 “분쟁이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하여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9)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은 단정한 외모와 조신한 행동
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 및 가수들은 북
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품었을 법한 냉랭한 태도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
팀이 활약하는 모습을 본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통일을 향한 염원이 타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올해 4월 말에 성사될 남북한 정상회담으
로 가는 길을 놓았다.
한국인들은 이제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8) G. Sale, «Corea del Nord e crisi nucleare(북한과 핵위기)», in Civ. Catt. 2017 II 339-354 참조.
9) www.vaticannews.va/it/papa/news/2018-02/appello-di-papa-francescoper-le-olimpiadiinvernali-di-pyeongch.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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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이루어질 또 다른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물론, 남북한 양측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바는 제각기 다를 수 있다. 김정은은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장 해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확실히 행사하면서 세계의 열강
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10)

한국천주교회의 공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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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유입되어 근 백 년 동안 박해기를 거쳤다. 20세기 전반
기를 차지하는 일제침략기 동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교분리 정책으로 일관
하며 독립운동을 거부한 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교세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증거한 교회 지도자들
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가톨릭 신자 인구는 현
재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지만,11) 천주교의 사회적 공신력은 모든 종교 중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와 교구별 정
의평화위원회는 국정의 혼란기에 시국성명서를 통해서 사회복음의 메시지를 지
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특히, 1987년 민주대항쟁 과정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역사적이고 명시적인 기여
를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1969-1998 서울대교구장 역임)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최고사
령관과 같은 상징적 존재였으며, 그가 머물던 명동대성당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10) A. Spadaro, «Presente e futuro della Corea. Intervista a mons. Hyginus Kim Hee-joong», in
Civ. Catt. 2017 IV 166-177 참조.(『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 제5권(2018년 봄호)에 「한국의 현재
와 미래: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와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 편집자 주)
11) 한국의 종교인구는 2015년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종
교 없음 56.1%로 나타난다. 한국 천주교인의 비육은 2005년 10.8%에서 2015년 7.9%로 다소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 탈세속화 맥락에서의 교회의 위기와 사목적 성찰에 관한 논의는 Seil Oh, 2015,
“The Crisis of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Post-Secular Society: In the Light of the Legitimacy
Crisis,” The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s , vol.76, 83-113 참조.
12)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2017년 여론조사 결과, 한국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으로 천주교(32.9%), 불교(22.1%), 개신교(18.9%)로 나타난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한국교
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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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을 얻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역할을 주목할 만하다. 사제단
은 1987년 호헌철폐를 주장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꺼져가던
민주대항쟁에 불씨를 새롭게 피워 올렸다. 사제단은 계속해서 국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장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군사협정 문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환경 문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4년 이후 한국천주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지원하며 촛불기
도회를 이어가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거리 미
사를 봉헌했다. 또한 2016-2017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수도자 연합
회와 평신도 사회활동 단체와 더불어 앞장서서 투신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가 촛
불혁명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8년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최초로 설정되고 한국전쟁과 더
불어 공고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교회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촛불집회의 진보세력과 태극기 집회의 보수세력 간의 극명한 대립에
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과 맞닿
아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있도록 보다 통합적인 방식을
국민들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2014년 8월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그렇다면 대화
와 만남, 차이의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기회가 생기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끊임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모든 한국인들이
형제자매요, 한 가족, 하나의 민족임을 더욱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13) 남
한과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교황의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13) Francesco, Omelia nella Messa per la pace e la riconciliazione , nella cattedrale di Myeongdong a Seul(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 2014.8.18., in w2.vatican.va/content/francesco/it/
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818_corea-omeliapace-riconciliazione.html/ 또
한 A. Spadaro,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in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교종 프
란치스코의 한국 방문: 보호, 공감, 위로)», in Civ. Catt. 2014 III 403-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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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칠레와 페루 예수회원들과의 대화

«DOV’ CHE IL NOSTRO POPOLO

STATO CREATIVO?»

Conversazioni con i gesuiti del Cile e del Per *

교종 프란치스코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바빴던 칠레와 페루 사도적 순방 공
식 일정 첫날 저녁 7시에 산티아고의 우르타도Hurtado 센터에서 90명의 칠레 예수회
원들을 만났다. 그 장소에는 작은 녹색 화물차량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칠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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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었던 성 알베르토 우르타도가 도시의 소외된 이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작은 차를 사용했었다. 이 전시물은 성인의 사도적 열정을 상징한다. 교종은
관구장 크리스티안 델 캄포 신부의 안내에 따라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경당으로 갔다.
1995년에 축성된 이 성지에는 성인의 무덤과 칠레 각 지방의 흙을 모아 놓은 석관이
있다. 이 석관은 칠레의 모든 신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인의 사랑을 상징한다. 관
구장 신부는 모든 예수회원을 대표해서 교종에게 인사했다. 그 자리 모인 예수회원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관구장은 교종에게 “칠레 방문 소감을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칠레인들의 환영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쭈어 보았다. 이 질문으로 예
수회원과 만남은 아주 친근하고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관구장은 참석자 중에 친형제인
101세인 카를로스 알두나테와 100세인 호세 알두나테 신부를 소개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대화 본문은 교황청에서 인정한 형식에 따라 게재되었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예수회)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예수회) 옮김

교종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담화로 시작하였다.

*

La Civilt Cattolica 4024, 313-330 (17 feb/3 m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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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신부님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신부님은 제가 서원 직후 인문학 과정
을 밟던 1960년대에 저의 영적지도 신부님이셨습니다. 호세 신부님은 당시에 수련
장이셨고, 다음에 관구장이 되셨습니다. 카를로스 신부님은 관리자이셨고 좋은 의
미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훌륭한 정신이 담긴 영적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척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신부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혼내 주고 싶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게! 정말로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버릴 생각인
가? 다른 길을 찾아 보게.” 이 충고를 결코 잊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서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칠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가는 곳마다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에게 큰 사랑을 표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수회원이 질문했다. “교종직을 수행하시면서 체험하신 큰 기쁨과 아픔에 대해
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종으로 아주 차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서 아주 놀랄
일이 저에게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감지하였을 때부터 커다란 평화를 체험했습니
다. 오늘까지도 그 평화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이 평화는 정말로 순수하고 온전한 선물로 느껴집니다. 이 평화를
앗아가지는 못하지만,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험담입니다. 저는
험담을 싫어합니다. 험담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일은 폐쇄된 환경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험담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
렇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 곁에 여인을 두지
않기로 했고,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가지지 않습니다. 험담이나 하는 미혼남으
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참담한 삶입니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관구 예수회원이 질문했다. “교종으로서 어떤 저항을 마주치
셨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식별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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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앞에서 저는 결코 ‘저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별을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별을 하고 싶습니다. 저항이 있다고
쉽게 말해 버리고 낙담해서, 이런 대립 상황에도 어떤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통해서 도움을 얻
으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다른 이에게 자주 물
어봅니다. 이 질문이 아주 유익합니다. 많은 경우 저항이 실제로는 오해나 불충분
한 설명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에 대한 저항으
로만 보였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간혹 상대방
이 저의 생각을 바로바로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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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게 여겨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기도 합니
다. 그러다가 제가 설명을 더 잘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
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그 순간에 “아 그러셨군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반되는 견해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알게 될 때, 제 마음
이 분명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면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항상 그래왔어.”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만연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왜 바꾸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은 늘 그렇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왔는데, 왜 다른 식으로 합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
면서 겪는 커다란 체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이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공의회에 대한 저항이 지속됩
니다. 이 저항은 공회의의 정신을 상대화하고 희석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
런 저항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쉽게도 이런 광
경을 목격합니다. 따라서 저항이 존재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항을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교의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
다. 저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류의 ‘저항’을 내용으로 삼는 인터넷 웹사이트
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고, 어떤 단체들인지 알지만, 단순히 제 정신건
강을 위해서 그런 글을 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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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는 다 아시게 되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
다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공의회가 뿌리를 내리
려면 한 세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공의회 문헌을 읽었냐고 질문합니다. 이 문헌을 읽지 않은 사
람들이 있습니다.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십 년이 지났습
니다! 저희들은 공의회 이전에 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은 공의회 이후에 공부하
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관점의 변화를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공의
회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저항을 감지할 때, 가능하다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사람들 중
에는 자신이 진정한 교의를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글에서 영적 선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위
해서 단순하게 기도만 합니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이
런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 수련자가 질문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주교와 사제로 간주합니다. 저는
일부 주교와 사제들의 가난 실천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참여 제한과 청소년의 입지 축
소 등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의견 앞에서, 우리가 속한 교계제도가 사람
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교들에게 그들과 하느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를 말했습니다. 작년에 사도좌 정기방문ad limina 기간 중에 두 번에 걸쳐 긴 모임을
가졌던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아주 짧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라틴 아
메리카 교회의 가장 큰 해악은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란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
한 믿음의 백성이며, 이 백성 전체는 믿음에 있어서 무류성(無謬性)을 지닌다는 것
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하
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오늘날 이
내용이 다시 토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정신을 지니는 은총은 성품성사나
수도서원이 아니라, 세례성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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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공의회의 길을 선택하고 실
천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볼 때 저는 큰 위안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
직 군주처럼 행동합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백성에게 본래 그들의 자리를 내어 주
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구의 주교로 지
낼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에는 물론 주교들과 사제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시작했고, 결정해야 할 여러 문제
들을 두고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주제를 남성 신
자들, 여성 신자들의 모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 훨씬 더 다채롭고,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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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풍요로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단순한 체험이 지금 생각납니다. 단순
하지만 성찰해 볼 만합니다. 여성 신자는 ‘마리아의 차원’이라고 폰 발타살이 지칭
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 신자들은 그들이 지닌 풍요로움을 교회에
모두 바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절름발이가 되거나 의족을 사용해
야 되므로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은 아주 길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교에게 말한 것을 반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주가 되지 마시고, 백
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무르십시오.

후안 디아스 신부가 말을 하자, 교종은 그를 알아보고, “후아니토!”라며 애칭으로 불
렀다.

디아스 신부는 다정하게 인사를 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과 다른 여러 곳에서 세속성의 위험을 경계하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회원들이 세속성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어
떤 측면에서 주의해야 합니까?”

앙리 드 뤼박의 저서 「교회에 관한 묵상』의 마지막 장에서 세속성에 관한 경고
를 찾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악을 세속성이라고 말한 베
네딕도회 안스칼 보니에르 아빠스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이를 읽으면서 세속성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첫 주간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의 세 번째 기도에서 세상의 속임수를 알아차리라고 당부합니다. 이 묵상에서 죄
의 회개를 위해 청하는 세 가지 은총은 죄의 고통, 수치심, 그리고 세상과 악마와
악마의 도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은 세속성을 간과하지 않고
유혹으로 간주합니다.
세속성을 단지 편하고 경박하게 생활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이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세속성은 세속의 기준을 사용하고, 그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기초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세속의 기준을 선
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세속의 기준인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이냐시오가 세 번째 기도에서 질문하도록 초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기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성부와 성자 그
리고 성모님에게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
이 세속적인지 찾아야 합니다. 간단하고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가?” 이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세속성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 교수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최신 이론을 찾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이는 세속성의 한 예
이고, 수많은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세속성이 무엇인지 식별
하는 과정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교황님은 개혁을 계속해 오신 분입니다. 교황청과 교회의 개
혁 외에, 저희 예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개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
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식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의 사목적 관점과 목표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도 된다 또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사랑
의 기쁨」에 활용된 도덕성은 아주 전통적인 토마스주의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하
면, 이 도덕성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직접 다룬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퇴색한
후기 토마스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혹은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 또는 여기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교육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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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양성을 받았습니다. (교종은 참석자들 중에 한 명을 바라보며) 막시모 대학
에 윤리신학을 가르치러 왔던 콜롬비아 예수회원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가 여
섯 번째 계명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대담하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약혼한 남
자와 여자가 서로 키스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키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수는 대답했습
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입술 사이에 손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신학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계를 중
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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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기쁨」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면, 이 사도적 권고의 8장 ‘이혼한
사람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사
랑의 기쁨」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식
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진정으로 위대한 고전적 토마스주의 도덕성
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예수회의 기여는 교회가 식별의 측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
고 주님께서는 이 식별이라는 은총을 예수회원들에게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예수회원들과 다른 모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
다. 무엇인가 하면, 레도콥스키Led

chowski

총원장 신부의 임기 말에 예수회 영성

에서 가장 큰 결과물로 나온 것이 「에피토메Epitome(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 안
에 회원들이 지켜야만 하는 규칙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예수회 기본법과 회헌을
혼합해서 만든 거대한 규정집이었습니다. 요리사를 위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그리
고 여러 규정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세우지 않고, 모든 규정들을 우선순위 없이 섞
어 놓았습니다. 레도콥스키 신부는 한 베네딕도 수도원 아빠스와 가까운 친구 사
이였는데, 어느 날 규정집을 가지고 아빠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직후 아빠스는 그
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원장 신부님, 당신은 이 규정집으로 예수회를
죽였습니다.” 그 아빠스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피토메」가 식별의 능력을 앗
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얀센 신부님은 전쟁 후에 예수회를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루페 신부님이 총원장직을 수행하는 은총이 내렸습니다. 베
드로 아루페 신부님은 이냐시오 영성 센터, 교양지 「크리스투스Christus 」, 그리고
영신수련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예수회의 은총인 식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쇄
신하였습니다. 그는 에피토메를 극복하고, 파브르와 이냐시오에게로, 즉 사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대의 교양지 「크리스투스」가 중요한 역
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루이스 곤잘레스 신부님이 자신의 영성
센터를 통해서 하셨던 역할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영신수련을 지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예수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곤잘레스 신부님은 문을 열어젖히고 앞으로 나아
갔습니다. 오늘날 크게 예수회가 성장한 면은 바로 이 쇄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
니다. 우리 예수회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식별의 감각을 잃어버린—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식별의 감각을 교회에 바치십시오. 교회는 이것이 정
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게 줍시다.

페루 관구의 한 신학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회가
교황님께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어떤 협력이 있었습니까? 교황님과 예수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선출되고 이틀 만에 총원장 아돌포 니콜라스 신부가 산타 마르타의 제 방
으로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차 저를 방문했습
니다. 그때 저는 지금 사용하는 방이 아니라, 콘클라베 중에 머물던 작은 방에서 계
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돌포와 아르투로
두 총원장 모두 이 협력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스파다로
신부가 여기 계실 텐데⋯

스파다로 신부: “저 여기 있습니다!”

저기 객석에 계시네요. 이 신부님은 저와 예수회의 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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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회는 저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려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특히 교리와 같은 지성적인 면에서 큰 도움
을 줍니다. 아무도 현재 ‘예수회 방식’의 교황청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교
회의 정신 안에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일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생각하는 정신은 예수회 카리스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회
의 문서 공표과정에서 교종의 승인을 생략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회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회가
실수하면, 불만이 저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때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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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양심현현1)입니다! 권고합니다! 예수회원들에게 양심현현은 보물입니다.
예수회의 은총입니다. 절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예수회원들과의 사적인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 성지의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다. 교회
에서 운영하는 연대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는 노동자, 학생, 노인, 노숙자 및 이민자
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집” 사목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예수회 신부
파블로 워커는 인사말에서 “친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교황님을 환영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교황님과 함께
한잔하려고, 교황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먹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워커 신부는 소니아 카스트로 여사가 그
의 딸 이자벨 레이날과 함께 간식으로 준비한 빵을 축복해 달라고 교종에게 부탁하였
다. 교종은 강복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주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손수 만든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만든 손, 이
를 나누어 주는 손, 이를 받는 손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축

1) 양심현현은 예수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회원이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 사도적 활동, 공동체 생
활, 자기 관리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자신의 사정을 장상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만남이다. 장상의
회원 파견 결정 등에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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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 주시고, 이 나눔이 우리의 여정을 나누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나아가 천상행복
을 나누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교종은 하느님의 백성 성경을 선물로 받고, 테
레시아 세들라코바Terezia Sedlakova의 자비로우신 예수 성화를 성전에 바친 후,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 그런 다음 교종은 모두를 강복하였다.

✽✽✽

2018년 1월 19일 페루 방문 첫날, 교종은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저녁
에 예수회 신부들이 활동하는 산 페드로 성당으로 갔다. 예수회는 16세기에 이 성당을
지었다. 이 성당은 리마의 유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 성당은 예수 성심 국립 성지이다. 이 성당의 모습은 로마의 제수 성당을 떠올리게 한
다. 성당의 전면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세 개의 출입문이 있다. 그리고 장대한 종탑이
있다. 성당 내부는 바로크 양식으로 품위 있게 장식되어 있고, 자연광이 내부로 잘 들
어오게 되어 있다. 성전은 세 신랑으로 나누어져 있고 좌우 측면에 열 개의 경당이 있
다. 산 페드로는 페루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당이다.
고해소가 자리한 경당 입구에서 관구장 후안 카를로스 모란테 신부와 지역 장
상 호세 엔리케 로드리게스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종을 맞이하였다. 성전의 좌측 신
랑을 지나서 약 100명의 예수회원이 모여 있는 제의실에 도착했다. 모란테 신부
는 교종에게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알론소 데 바르사나Alonso
Barzana(1528-1598),

de

프란시스코 델 카스티요Francisco del Castillo(1615-1673), 안토니오

루이스 데 몬토야Antonio Ruiz de Montoya(1585-1652)와 다른 신부들을 거명하면서, 원
주민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예수회가 헌신해왔다고 설명하였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영향으로 새롭게 가지게 된 전망에 대해서 말하고,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영신수련, 평신도와 협력, 새로운 식별이 필요한 사도직의 도전 등 여러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런 다음 교종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대화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형식에 따라 게재되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몇 가지 질

107

교종 프란치스코

문을 준비하셨죠.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페루의 예수회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
으로 화해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요즈음 정치 세력들이 갑자기 합의에 도달
한 것처럼 보이고, 화해는 대중을 향한 감정적 호소로 보입니다. 화해가 어떤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안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가 화해를 원할 때 어떤 입장을 취
해야 하고,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화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
다. 정의가 충분히 공들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황님은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108

감사합니다. ‘화해’라는 단어가 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되었습
니다. 오늘날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화해’라는 단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 바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하느님의 화해를 설
명할 때는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화해’는 겉치레로 하
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
라, 우리가 서로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화해가 협상 테이블 밑에서 은밀하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행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거슬러 나
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약
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
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파괴되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 애쓰면서 계속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유익한 대화를 나
누어야 합니다. 상호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
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무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겸손한 설득이라는 인
간적인 도구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길은 설득입니다. 기회가 되면 반대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제가 페루의 상황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제안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되는 화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말
을 신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진실하고 깊은 화해가 아니라 협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력의 예술은 협상 방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문
제는 이 협상에서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협상 테이
블에 가져온 많은 안건들이 당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협상은 이미 끝
난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도 아닙니다. 이미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 대신에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충만한 의미를 실현
하지 못하는 저속하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할 생각을 마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루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의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교황님, 우리 관구의 회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
은 기관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성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저희에
게 어떤 권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상해 하고 화를 내는 대신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젊은 회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과거
에 해왔던 일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연로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젊은 회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신부님께서 우리는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바
꾸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과 기관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회에서 기관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더 이상 기관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매력적이고, 힘을 주고, 전망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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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예언자적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난 시대에는 하나의 기관으
로 존속하였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
고 우리가 언제나 하는 사목적인 공동 식별을 해야 됩니다.
아루페 신부님은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냐시오 성인께서 생각하신 기관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현실적 요구에 대한 해답
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식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도전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
들과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기관 전체가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회는 리치 총원장 신부 시기에 기관으
110

로 볼 때 아주 절망스러운 시기를 체험했습니다. 이 리치 신부님은 산탄젤로 성에
서 죄수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2) 그 시기에 리치 신부님이 예수회원들에게 쓴 편
지에 한 기관 전체가 실망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행동 기준과 식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망은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 내립니다. 이런 실망은
마치 젖은 담요를 둘러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큰 실망에 빠져 있
는지 느끼며, 괴로움과 환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기대하였는데⋯⋯”와 같은 담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광스러운 예수회는 달랐었지”, “교회의 민첩한 기사였지. 그러나 지금은⋯⋯”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실망의 영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리치 신부님의 편지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합
니다. 나중에, 루탄3) 신부님 시기에 예수회는 프리메이슨 때문에 또 다른 실망의

2) 로렌조 리치Lorenzo Ricci(1703-1775) 신부는 유럽 국가의 정부들과 예수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예수회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총원장직을 수행했다. 재임 시 예수회는 포르투갈, 프랑
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추방되었다. 예수회는 클레멘스 14세에 이르러 해산되었다. 예수회원들
은 교구와 다른 수도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리치는 산탄젤로 성에 투옥되었고, 2년 후 죽음을 맞
이할 때까지 그곳에 혼자 머물렀다. 온갖 굴욕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회가 해산 당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3) 얀 필립 루탄Joannes Philippe Roothaan(암스테르담, 1783 또는 1785.11.23. - 로마, 1853.5.8.) 신부는
네덜란드 예수회원으로 1829년 7월 9일부터 선종할 때까지 예수회 총원장직을 수행하였다. 예수
회 회복 후 두 번째 총원장이었던 그는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예수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예수회의 정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의 일반 편지 11통
중 9통이 이를 주제로 삼았다. 그는 선교지역의 활동을 확대했다. 그 시기에 예수회원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 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예수회는 1848년 혁명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추방되면
서 고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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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경험했습니다. 리치 신부님 시기보다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치 신부님
때 예수회에 대한 억압이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의 역사에서 다른
실망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회를 설립하신 사부들, 즉 이냐시오와 파브르 등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저에게 감화를 주시는 바르사나4)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하
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에 계셨
었는데, 12개 원주민 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부님을 ‘서인도의 프
란치스코 하비에르’로 불렀습니다. 사막과 같던 그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렸고, 신
앙을 세웠습니다. 이 신부님은 유대인 출신으로 본래 이름이 바 샤나Bar Shana라고
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신앙의 제도와 기관을 세워 나아갔던 이런 분들을 바라보
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하비에르 성인이 중국을 바라볼 수 있으나 중국에 들어
갈 수 없는 실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성인이 실망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비에르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이 일을 원하지 않
으시군요. 괜찮습니다. 이 일과 작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인은
자신에게 제시된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괜
찮습니다!
영적 실망, 이 실망이 우리 삶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
다. 대신 우리는 영적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회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조
언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영
적 위안을 구하십시오. 영적 위안을 여러분 영적 생활의 시금석으로 여기고 늘 찾
으십시오.
중국 입구에 있었던 하비에르와 마찬가지로 항상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미소가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레시피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안 중에 사도직과 기관에 대해 식별할 필요가 있

4) 알론소 데 바르사나(쿠엔카, 1530 - 쿠스코, 1597) 신부는 1577년 페루 남동쪽 티티카카 호숫가 줄
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볼리비아의 중심부에 11년간 머물렀다. 그 후
투쿠만에 파견 되었다. 1589년까지 파라과이와 그 지역의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 일을 계속했다.
1593년까지 칼카퀴에스Calchaquies 계곡과 그란차코Gran Chaco 지방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했다.
많은 원주민의 언어를 습득했고. 여러 언어로 문법서, 사전 및 교리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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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로렌조 리치 신부님의 편지를 읽어 보시라고 권고합니다. 유럽의
법원이 예수회에게 치명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알았던 가장 큰 실망의 순간
에도 위안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는,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사제 성추행 문제를 목격하면서 크게 좌절했습
니다. 성추행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스캔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
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격려의 말씀을 부
탁드립니다.”

어제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칠레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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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실망입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
러나 이 수치심을 이냐시오 영성에서 중요한 은총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야 합니다. 성 이냐시오가 첫 번째 주간에 삼중담화5)를 통해서 청하라고 권고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을 은총으로 수용하고, 수치심을 절실하게 느
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았
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월 24
일에 군사 쿠데타, 독재, 그리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합니다. 매해 3월 24일마다 마
요르 광장은 그 기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어느 해 3월 24일에 저는 그곳의 주교
관을 나와 고해성사를 위해서 가르멜 수녀원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요르 광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곳에서 여섯 구역 떨어진 역에서 내렸습니
다.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섯 구역을 지나
광장의 측면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두세 살 된 아이와 함
께 있던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들보다 앞서 제 쪽으로 뛰어왔는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소아성애자 조심해!”라고 말했습니
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주교라
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냥 신부인 줄 알았을 것 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순간
5) 삼중담화는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어떤 관상이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
모님에게 세 번에 걸쳐 은총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도 방식을 지칭한다. — 역자 주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이었습니다!
때로는 ‘값싼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문제에 동의합니다. 그러
나 통계를 보세요. 잘 모르지만, 소아성애자의 70%는 피해자 가족이나 잘 알고 지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체육관과 수영장과 같은 장소에서 주로 일어
납니다. 가톨릭 성직자 중 소아성애자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합니다. 1.6%입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중 단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
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제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어린이와 어
른을 축복하도록 명하셨는데, 축복하는 대신에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는 학대를 당한 이들의 체험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저는 금요일마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습니다. 이
번 칠레 방문 중에도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
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커다란 굴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위선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관여된
성추행에서는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수도회의 창립
자들이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례들입니다. 교종 베네딕토 16세는
많은 회원을 지닌 남자 수도회에 제재를 가해야 했습니다. 이 수도회 창립자가 그
죄악을 습관적으로 범했습니다. 이 수도회에는 여성 수도회도 있었는데, 여성 창
립자도 그 악습을 퍼뜨렸습니다. 남성 창립자는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수도자들
을 학대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여성 수도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제가 그
수도회를 제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고통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성추행
은 주로 번성하던 일부 신규 수도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수도회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정신상태가 초래한 결
과입니다. 이는 그 악의 뿌리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수준의 학대가 함께 일어납니다.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의 혼돈6) 등과 같은
6)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될 행위들이 속한 내적 법정과 공동체의 외적이고 공적인 관계와
관련된 행위들이 속한 외적 법정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두 법정을 혼합하여 권위를 행사하
는 문제를 지칭한다. 내적 법정에 속한 문제들은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장
이나 장상이 외적 법정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개입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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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의 남용, 성추행 및 재정 관리 문제입니다.
항상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지갑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냐시오는 악
마가 유혹하는 첫 번째 단계를 재물로 봅니다. 그 후에 허영심과 교만이 따라옵니
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이 내부 성추행 문제가 드러난 신규 수도회에서 세 가지 차
원의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제안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제가 칠레인들에게 했던 연설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
으로 표현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전체 예수회의 식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청합니다. 총원장 소사 신부가 우리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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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점을 고려하여 예수회가 오늘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교
황님은 전 세계를 보시는 안목이 있고, 저희를 잘 알고 계시고, 보편 교회를 위해 예수
회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미래로,
또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저
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페루 관구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성령의 길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프로그램
을 바꾸는 데 몇 가지 유익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처
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디의 말
은 ‘공의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다시 집어 들고 「인류의 빛Lumen
Gentium 」을 읽으십시오. 칠레 주교들과 어제 만났는지, 그 전날 만났는지 잘 모르

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주교들에게 탈성
직주의를 촉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하느
님 백성이 지닌 믿음에서의 무류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의회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선교사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총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

역자 주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의해 이루어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
니다. 저는 주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고, 이를 콘클라베 이전 총회에서 몇
분간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외부로 나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나
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되는 순간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항상 묵시록
의 예를 사용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묵시 3,20) 주님께서는 밖에 계시고 들어오시기를 원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집 안에 계시면서 당신이 밖으로 나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밖에 자리한 교회,
나가는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 하느님 백성
의 상처를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증언의 부재, ‘해도 된
다, 안 된다’에만 관심을 두는 가르침, 또는 엄격하고 도덕주의적인 교리로 인해 상
처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당의 이론적 문구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
이 발생한다는 것도 좋은 표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
거입니다. 우리 갈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악마가 저항하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 선교사 정신,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 의식을 기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러나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질문해야
합니다. 일부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대중 신심에서 창조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백성은 대중 신심에서 그렇게 창조적일 수 있었을까?” 질문해
야 합니다. 성직자들이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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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예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겸손으로 식별하는 법을 가
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매
체를 통해 전달하는 스파다로 신부님은 지칠 정도로 이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습
니다. 교종인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도자, 성직자와 주교의 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심각하
게 부족한 식별력을 지닌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저희 세대는 지금과 다른 아주
형식주의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식별해야 할지 모릅니다. 칠레
예수회원들에게 「사랑의 기쁨」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말하면서, ‘해도 된다, 안 된
다’는 방식을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 열렸던 시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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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모든 일과 결과를 ‘해도 된다, 안 된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식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식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
별하기 위해서는 영신수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성당 주임 신부는 교종에게 그를 위해서 마련한 의자의 의미를 설명했다. 1992년
에 ‘빛나는 길’7)의 공격으로 인해 성전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복원을 위한 벽 보강작업
중에 1672년에 만든 목재 창문틀을 벽에서 떼어냈다. 이 목재를 리마의 바로크식으로
잘라서 이 방문을 위해 의자를 만들었다. 교종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농담을 했다. “저
는 1672년 위에 앉았네요. 복권 살 때 이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구
장 신부는 교종에게 단체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교종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기대합니다. 제가 교종으로 선출되리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부터 큰 평화를 느꼈습
니다. 오늘날까지 그 평화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평화에 머
무는 것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마리아테기 빛나는 길의 페루 공산당’은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페루의 게릴라 조직이다. 1969년에
서 1970년 사이에 아비마엘 구즈만이 ‘페루 공산당-붉은 깃발(PCP-BR)’과 단절하면서 이 조직을
수립했다. 이 빛나는 길은 무장 투쟁을 통해서 페루의 정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수립하
고자 했다.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모임이 끝나자 교황은 이탈리아의 금세공인 안토니오 베델이 1981년에 만든 은 십
자가를 예수회원들에게 선물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의 길의 여러 처가 새겨져
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일반적인 14처가 아니라, 15처로 묘사되었다. 이 예술가가 주
님의 양팔 사이에 그리스도 부활의 표상을 새겨 놓기 원했기 때문이다. 베델은 교종 프
란치스코 가슴에 걸린 십자가를 디자인한 금세공이다. 이 십자가 양식은 그의 제자 주
세페 알브리지가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을 위해
은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양식이기도 하다.
교종과 단체사진을 찍고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교종은 산 페드로 성전을 가
로질러 성당 정문으로 나가기 전에 리마의 사도인 가경자 프란치스코 델 카스티요
Francisco del Castillo

사제의 무덤 앞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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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의 난해한 청원에 관하여

«NON METTERCI ALLA PROVA»
A proposito di una difficile richiesta
del Padre Nostro✽

피에트로 보바티 신부(예수회, 교황청성서위원회 위원)✽✽
최원오 빈첸시오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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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기에 걸쳐 권위 있는 교부들과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주님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높이 평가했다. 거룩하신 스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구약성경의 모든 기도의 완결판
이라 여겼고, 또 다른 이들은 기도 형식을 지닌 그리스도교 교리 교육의 종합이라
고 정의했다.1) 이러한 평판은 예수님께서 친히 남기신 말씀이자(루카 11,1) 당신 기도
의 열매를 신자들이 되풀이하여 바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그리스도교 신앙
의 완전성은 이처럼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기도와 열망

주님의 기도가 이른바 가장 탁월한 간구supplica라는 견해에 맞설 의도는 없지만,
주님의 기도에서는 감사와 찬미도, 신뢰와 의탁의 정확한 표현도, 하느님 말씀을
경배하고 묵상하는 경청의 표현도 발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당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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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tro Bovati S.J.

1) 고대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에 관한 가르침인 ‘신경 전수(traditio Symboli)’와 함께 ‘주님의 기도’
에 관한 특별한 교리 교육인 ‘주님의 기도 전수(traditio orationis dominicae)’가 이루어졌다.(V.
Grossi, Il Padre nostro. Per un rinnovamento della catechesi sulla preghiera. Tertulliano, Cipriano,
Agostino, Roma, Borla, 1983, 23-28 참조)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다. “여러분은 전
에 무엇을 믿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믿는 그분께 간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교』 57,1,1) 테르툴리아누스도 주님의 기도는 “마치 요약집처럼 그 안에 모든 복음을 담고 있
다”고 했다.(『주님의 기도』 1,6; 9,1) 키프리아누스는 주님의 기도는 “천상 가르침의 요약”이며 “구
원 계명의 훌륭한 종합”이라고 했다.(『주님의 기도』 9,28)

“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의 가르침에서 본질적 요소로 여기셨던 것은 열망의 방향2)을 잡는 일이었다. 그리
하여 당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
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 인간의 청원
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맞갖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는 일곱 가지의 이어지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간구들은 기도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신뢰의 토대를 분명하
게 세워준다. 첫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남겨주신 순명의 본보기를
체험하게 한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를 청한다. 이어지는 네 가지
청원은 인간이 기대하는 바를 표현하면서도 구조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되며,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완성하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청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기도로써 청하는 법(“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마태
7,7)을 가르쳐 주신다. 간구란 궁핍한 자녀의 호소라는 특성을 지니게 마련이기 때
문이다. 신자들은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궁핍이라는 이 조건은 가난한 이
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몸을 굽히시는 분을 찬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시편 113,5-9;
루카 1,51-54)3)

그럼에도 하느님께 간구하는 행위 자체가 모호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 이
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 거
룩한 기도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잘못된 기도를 바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청이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명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문제이다. 마치 주님께서 당신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독촉 받을 필요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
자에게 행동 수칙을 낱낱이 일러주는 꼴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마태 6,8.32), 언제나 주실 준비

2)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기도에는 “온갖 거룩한 열망의 규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려 준다.(『인간 의로움의 완성』 56,3,4)
3)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망하는 이에게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당신
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까닭이기도 합니다.”(아우구스티누스, 『설
교』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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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고 계시며(이사 30,19), 기도하는 이가 청하는 바를 입술에 올리기도 전에 들
어주신다(이사 65,24)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되새겨 준다.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공격적이며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고, 역설적으로 신앙의 결핍을 드러낼 수
도 있다. 소리를 질러 주무시는 하느님을 깨우려는 것인가?(1열왕 18,27) 아니면 당신
눈으로 보시지 못한 무언가를 알려 드리려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 그분이 선을 행하도록 확신을 드리려는 것인가?
열심히 바치는 청원 기도, 특히 고집스레 바치는 기도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 행
위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베푸시려는 선물을 기도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선물의 가치
120

를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이에게 아버지께서는 온갖 것을 말로 다할 수 없을 만
큼 선사해 주신다는 사실(1요한 5,14-15)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도가 필요하
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다.”(마태 9,22; 15,28 등)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한없이 너그럽고 전능하신
사랑의 확실성에 궁핍한 이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는 사
실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다.
청원 기도는 적절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그 대상에게 특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지극히 높으
신 분께 “이것저것을 하시고, 잊지 마시고, 서둘러 주시고,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
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에 대한 불평 따위를 에둘러 늘어놓기도 한다.
탄원 시편에서는 종종 기도하는 이가 분명한 비난의 어조로,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시편 22,2), “언제까지 저를 계속 잊으시렵니까?”(시편 13,1), “왜 위험한
순간에 숨어 계십니까?”(시편 10,1)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다. 분명히 이와 비슷
한 표현들은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 현실에서 끌어온 문
학 형식을 빌린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현실은 고통을 겪는 이가 죽을 듯한 두려움
에 사로잡혀 누군가 개입해 주기를 절박하게 간청하는 자리이다.(시편 22,16; 28,1 참
조)

기도하는 이는 외로움을 느끼고(시편 22,12; 25,16), 자기 존재를 알아차리실 수 있

게 하려면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상상하고, 구조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편 유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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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암호 해독이 필수적이다. 사실 극적인 어조를 지닌 탄원은 자신이 믿는 분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찬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는 스스로 알
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간구 형식으로
읊조리는 셈이다.

문제가 되는 청원: “저희를 유혹에 이끌지 마시고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의 청원들은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대표하는
‘우리’를 그 응답의 분명한 수신인으로 삼고 있다. 그 공동체는 위험과 궁핍과 영적
비참에 짓눌린 채 사막을 떠도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하느
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당신 나라가 실현되며, 당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를 바라는 청원은 아직 “세상에”(요한 17,13) 있는 이들에게 은혜롭다는 사실이다. 비
록 특수한 청원들로 진술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열망을 표현하게
하신다. 이 열망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마침내 자녀가 받아 누리게
되는 참된 삶을 향한 소망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가 아우르려 하는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열망의 정겨운 일치는 끝
에서 두 번째 청원에서 단절되는 듯한데, 그 청원은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된다.
“저희를 유혹에 이끌지 마시고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 여기서 기도하는 이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자기가 빌고 있던 하느님께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마치 아버지의 지향과 계획이 자녀가 바라는 대로 제어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게
다가 주님께 덧씌워진 이미지는 정말 불만스럽다. 얼핏 보기에, 주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위험하거나 해롭기까지 한 행위의 주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마지막 측면은 사목적 어려움을 낳는 동기가 된다. 교회 주석가들과 교
종 프란치스코를 포함한 교회 책임자들이 전례 기도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사용
된 문구를 고치도록 (요구)함으로써, 오늘날 널리 공유된 감수성에 부응하는 더 올
바르고 더 존경스러운 하느님 개념을 세우려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교 초세기에
돌아다니던 한 라틴어 번역본은 마태오 6장 13절의 본문을 머잖아 나타날 대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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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옮겼다.4) 그 라틴어 번역본은 “저
희가 유혹에 이끌리도록 허락하지 마시고Et ne passus nos fueris induci in tentationem ”5)
라고 기도한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
에로니무스 같은 권위 있는 서방 교부들의 해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해에
영감을 주었는데, 그 주해들은 모두 성서 신학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
으며, 문제가 되는 표현에 “저희가 유혹에 들도록(그리고/또는 굴복하도록) 허락
하지 마시고” 또는 “유혹에/속에 내버려두지 마시고”6)라는 의미를 제공하게 되었
다. 아마도 현대 번역들은 하나같이 이런 의미로 가는 것 같다.7)
우리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전망 속에 있다.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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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학문적 성과를 보태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복음서 본문에서 글자 그대로 전
해주는 바를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면서도, 이 난해한 청원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것이다. 이 청원은 우리의 영적 투쟁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호소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 분석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청원은 마태오 복음(마태 6,13)과 루카 복음(루카 11,4)뿐 아니
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 8,2)에서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다. 마태 6,9-13
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긴 본문과 루카 11,1-4의 짧은 본문 사이에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대목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이는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청원은 구약성경

4) 반면, 루카 복음 11장 4절의 번역에서는 옛 라틴어 번역본들이 “저희를 유혹에 이끌지 마시고”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 라는 번역과 일치하는 것 같다.(A. J licher, Itala. Das Neue
Testament in altlateinischer berlieferung , Berlin – New York, W. De Gruyer, 1972, 128 참조)
5) P. Sabatier, Bibliorum sacrorum latinae versiones antiquae, seu Vetus Itala, et Caeterae
quaecumque in Codicibus Mss. E antiquorum libris reperiri potuerunt , III, Parisiis, Reginaldi
Florentain Typographia, 1751, 34 참조.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46에서도 이런 해석을 지지한다.
7) 이탈리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새 번역 성경(2008년)에서는 마태 6,13과 루카 11,4을 모두 “저
희를 유혹에 내버려두지 마시고E non abbandonarci alla tentazione ”라고 옮겼다. 그러나 바뀐
이탈리아어 번역은 아직 전례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천주교 주교회의 상
임위원회는 로마 미사경본 제3판을 논의하고 승인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2018년 11월 12일부터 14
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의안에는 기도문의 새 번역 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문헌과 어떠한 병행구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의 독창
적 가르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을 위한 저본(底本)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어 본문(
)8)은 네 개의 문법적 요소들(앞의 청원들과 연결
하는 접속사

로 구분된)로 구성되어 있다.

1) 먼저 동사 에이스페레인(

)은 의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접속법 아

오리스트 형태로서, ‘(무엇이나 누군가를) 어떤 현실 속에 집어넣다, 이끌어 들이
다, 자리 잡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어 동사의 능동적 의미를 누그
러뜨리는 현대어 번역본들(“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저희를 ~의 힘에 내버려두
지 마시고” 등)9)은 원문을 온전히 글자 그대로 존중하지는 않은 듯하다. 고대 서방
전례의 라틴어 번역(“저희를 이끌지 마시고Et ne nos inducas ”)은 그리스어의 표현
을 글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inducere’ 동사는 문자자체의 의미로 ‘안
으로 이끌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례에서 사용되는 이탈리아어 번역은
라틴어를 단순하게 본뜬 ‘indurre’ 동사로 옮김으로써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 단어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행위보다는 지향성(志向性)을 표현하
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요소는 앞에 나온 동사의 목적어인 인칭대명사 헤마스(

)에 관한

것이다. 기도하는 이를 가리켜 ‘저희’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부
분의 모든 청원에 공통적이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언제나 공동체적 지평을 지녀야
할 일이다.
3) 전치사 에이스(

‘안에’)는 이미 복합 동사 에이스페레인(

)에 들

어 있으며, 무언가를 ‘향한’ 운동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아마도 어떤 구체적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는 더 엄밀한 뉘앙스를 덧붙여 놓은 것일 수도 있다.

8)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당신 나라에서 쓰인 언어를 사용하여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리스어에서 아람어로 원전 번역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가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니와, 방법론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경
전으로 받아들인 그리스어에 근거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9) 어떤 언어학자는 인과적 가치(“들어가게 만들지 마시고”) 대신 문제 되는 표현에 허용적 가치(“들
어가게 허락하지 마시고”)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아람어의 그럴듯한 원어에 맞는
뉘앙스에 토대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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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사 페이라스모스(

)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본문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론적 요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해
서는 이 용어의 이해(그리고 번역)가 매우 중요하다. 동사 페이라제인(
이나, 거기에서 나온 명사 페이라스모스(

)

) 모두 폭넓은 뜻을 지니고 있

다. ‘시도’(사도 9,26; 16,7; 24,6)에서 ‘시험’(2코린 13,5)에 이르는 의미, (어렵고 고통스럽
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해되는) ‘시련’에서 (윤리적 종교적 악의 기회에 사로잡히도
록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유혹’에 이르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 의미 부여는 다름
아닌 상황에 달려 있으며, 특히 행위자들과 그들의 의도에 달려 있다.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과 현대의 다양한 번역본들에서는 주님의 기도에서 거의 하나같이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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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호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을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는 내용의 동등성
equivalente dinamico을

지닌 “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10)로 옮길 것을 제안한

다. 그리스어 어근의 근본 뜻은 ‘시험하다’, ‘시련에 빠뜨리다’이다. 신약성경의 다
른 상황들(루카 8,13; 22,28; 사도 5,9; 20,19; 갈라 4,14; 2코린 13,5; 히브 2,18; 4,15; 11,17; 야고 1,2; 1베
드 1,6; 4,12; 2베드 2,9; 묵시 2,2)에서도

이 동사와 명사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 행위의

주체가 악의를 지니고서 목표로 삼은 인물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경우에만—사탄
이나 다른 사악한 행위자가 개입하는 상황에서처럼(마태 4,1.3과 병행구; 1코린 7,5)—오
로지 이 소수의 경우들에서만 ‘유혹하다’의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는 꼬드김과 속임수로써 넘어뜨리는 것을 그 목표로 삼은 행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유혹하는’ 행위는 결코 하느님께 부여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
하다. 왜냐하면 선하신 아버지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는 야고 1,12-15에서
특히 분명하게 표현된다. “시련(

)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
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혹을 받고 있다(

)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

)’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혹을 받

10) 이러한 해석 방법은 주님의 기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흔치 않다. 예외적인 연구는 M. Philonenko,
Il Padre nostro. Dalla preghiera di Ges alla preghiera dei discepoli , Torino, Einaudi, 2003, 105
참조.

“저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으실(

)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 않으십니다. 사

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
니다.”
그러나—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통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현실이기도 하다—하
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시련에 빠뜨리신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저
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고” 라고 청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시련에 빠뜨리시는가?”

이교적 개념에 따르면 신적 존재는 자신에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특혜와 호의를
베풀면서 보호해 준다. 인간들이 겪은 재앙과 불행은 인간들과 신들의 경쟁적 존
재 방식 때문이라고 여기거나(이타카 섬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오디세우
스를 생각해 보자), 역사의 운명들에 대한 절대 권력자인 운명의 신이 내린 명령
탓이라고 보기도 한다. 반면 이스라엘 전통은 모든 사건을 주재하는 하느님에 관
해 말한다. 모든 피조물의 삶과 죽음은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 아무것도 그분의 권
능을 피할 수 없다. 아니, 신비로운 방식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분 은혜의 표현
이며 거룩한 부성의 섭리이다.
인간이 자유가 결핍된 존재로서 자기 행위의 결과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
다. 성경 계시가 이른바 ‘제2원인들causae secundae’을 개념적으로 배제한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반대로 성경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북돋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이 악하게 행동하며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곳에서조차 모든 존재를
은혜로운 종말을 향해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증언하
고 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자기 형제들을 위한 생명의 원리가 되는 요셉 이야기
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창세 45,4-8) 이 인물은 당신 동족의 어리석음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지만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편적 구원의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
도의 예형(豫型)이다.(사도 2,23-24; 3,17-18; 4,27-28)
역사에서 벌어진 얄궂은 일들을 거룩한 전통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본다면
폭넓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는 다양한 성서해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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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도 언제나 물음거리로 남아 있으며 영원한 학문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
문이다. 극단적으로 종합하자면, 인간이 겪은 어떤 고통들은 성경에서 죄의 결과
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창세 3,16-19; 신명 29,21-27) 이 경우 역사 속에서 맞닥뜨린
고통의 효력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신 것이다. 그것은 범죄를 벌하는 정의의
당연한 실현일 뿐 아니라, 특히 죄인이 악을 포기하고 선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의학적 처방이요 교정적이고 교육적인 섭리다.(잠언 3,11-12)
반면, 매우 흔히 볼 수 있듯 고통에 관한 어떤 체험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 고통은 주님께서 언제나 지혜로운 의지로 내리신 것이고, 인간 안에서 선한 결
정을 돕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다. 여기서 성경 전통의 ‘시련’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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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념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
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의인’을 치는 악의 알쏭달쏭한 드라마를 수용할 독해의 열
쇠를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유익하다. 금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욥의 이야기
이다. 본문이 전하는 바, 그에게 비길 만큼 정직하고 신심 깊은 사람은 땅 위에 아
무도 없었다.(욥 1,1.8; 2,3) 그럼에도 사탄이 알려 주는 바와 같이, 그의 올바름은 하느
님을 향한 순수한 흠숭의 표현이었다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상급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는 이해타산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박
탈당하는 시련만이 이 인물이 지닌 지향의 투명성과 종교적 자질을 드러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 인간은 자기 존재가 (실
제로나 가상으로나) 손실을 입게 되면 반항하게 마련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
막 체험(신명 8,2)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시련의 어려움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한편, 하느님께서는 일부러 당신 백성을 모든 박탈의 상징인 이 고립된 광야로 이
끌고 가신다. 거기에는 빵도 물도 없고, 돌아다닐 번듯한 길도 없다.(예레 2,6) 혹독
한 기후조건에다가 교활한 세력(신명 8,15)과 잔인한 원수들의 공격(신명 25,17-18)을
겪어야만 했다. 다른 한편, 사막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신명 8,3)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사막 사건은 성경이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으로 소개하는 인간
역사의 예형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이도 결코 무사하지 못했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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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주님의 종은 맑디맑은 의식과 지극히 선명한 순교 의식을 지니고서 자발적으
로 시련을 받아들였다. 정의와 그 행복은 이처럼 신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예언자들과 영감 받은 현자들의 증언을 요구한다. 이는 유딧이 자기 동족들에게
말한 바와 같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시는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
악이 어떤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 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
험하시려는 목적만으로 그들이 불도가니를 지나가게 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
에게 보복하시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유딧 8,25-27)
이스라엘의 오랜 지혜(욥 23,10; 잠언 17,3; 지혜 3,5)뿐 아니라, 야고 1,12와 1베드 1,6-7
이 증언하는 초기 교회 전통도 똑같은 맥락 속에 있다. 특히 사도는 야고 1,2-4에서
디아스포라 백성을 향해 말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완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
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 1,2-4)

예수님도 박해받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셨다.(마태 5,10-12)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
시어 유혹자의 꼬드김을 물리치셨기에(마태 4,1-11)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수난의 극심한 시련에 들어가겠노라는 당신 동의를 상징적으로 예
고하신 말씀이다.(히브 2,10.18; 4,15; 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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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전해주는 대로 인생이 끊임없이 시련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지향을 정화하고 의인들의 영적 자질을 담금질하기 위한 하느님의 지혜로
운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대놓고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기도의 청
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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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논문의 첫머리에서 하느님을 향한 청원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를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청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신 뜻이 이루어지
소서.”라는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이의 유일하고 참된 열망으로 남아 있다.
주님의 기도의 둘째 부분의 다양한 청원들은 서로 다른 조건의 필요한 사정과
기도하는 공동체의 비참을 펼쳐놓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제에 동의하지 않으
실지, 아니면 구제하고 싶어 하실지 추측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신 연민의 행위를 드러내시는 방법과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따름이
다. 중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어떤 선의 부재에서 비롯한 고통의 체험은 인간 존
128

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하느님께 고통
을 보여드리는 일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희망의 기회를 앗아가는지 표
현하는 것 또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악의 폭풍우에 노출시켜 달라고 기도로 청
하는 것이 분명히 교만한 과신 행위라면, 홀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도 만만찮게 교만한 행위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인정
한 까닭에 시련의 불에서 무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용인하시고 들어주시는 행위이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의 불도가
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청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하
나의 ‘유혹’이 되고, 섭리를 불신하는 위험한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의 창조
자를 위한 찬미의 기회를 앗아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죽음의 끔찍한 위협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차
리는 사람,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커다란 괴로움을 겪는 사람(마태 26,38)은 기도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뇌도록 부름 받는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마태 26,39)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
게 해달라고 청할 때에야 비로소 기도하는 이는 생명이란 얼마나 간절히 바라야
하는 선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을 청할 때에야 비로소 믿는 이는 자
신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히브 5,7)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시련의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의식하기도 한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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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가오고,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순간이다.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경제적 파산일 수도 있으며, 심각한 병이나 수많은 반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다. 자연스레 튀어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열면서 결국 무엇을 당신께 청하게
되는지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번번이 시련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 마지막 청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의 본
문에 따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버지께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
도한다. 이는 생명에 맞서고 하느님께 맞서는 모든 치명적 현실에서 빠져나가게
해 달라는 지향을 담고 있다.
유혹을 극복하고 악의 유혹을 이길 정도는 되게 해 달라고—이것도 당연히 필
요하지만—아버지께 독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간,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마태 26,41)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
에게 당신 도움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느님께 길을 잃지 않고 밤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사 간청하는 것이다. 치유를 빌면서 예수님을 향했던 모든 이를 우리는 생
각한다. 또한 우리는 시편이나 전례 기도문을 읊으면서 날마다 되풀이하는 수많은
청원도 생각한다.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나 앞날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힐 때, 악의
징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간청도 우리
는 생각한다. 주님을 향한 이토록 다양한 형태의 청원은 단 하나의 기도, 곧 “저희
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소서.”라는 기도 안에 요약되고 압축된다.
이 청원은 포괄적이며 부정문(否定文)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구제를 청하면
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는지 말하지는 않는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
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뜻에 자신을 맡긴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이 샘
솟는 곳으로 당신 자녀들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는 아
버지의 지혜로운 선을 찬미하면서 하느님 홀로 아시는 계획을 신뢰한다. 삶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느님께 애원하면서 신뢰한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
너머에 있는 것까지 이미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뢰한다.
복음,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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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인생의 더 나은 보
증이라고 여기는 다른 실재들과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 그러므로 유혹의 극복이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신앙 행위인 셈이다.
이런 일은 시련이 사라지고 구원의 도래를 목격한 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유혹은 극복된다. 기도는 시련이 악의 기회가 아니라, 역설
적이게도 영적 사건의 때(

)가 되게 해준다. 왜냐하면 시련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는 겸손과 용기로 빚어낸 삶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헤아릴 길
없는 당신 지혜로 자녀들의 선을 위해 유익하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결정
하실 아버지의 은혜로운 개입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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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기도의 이 마지막 청원은 사랑 가득한 외침이다. 무엇보다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고,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이신 분께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사랑의 외침이다. 개인적 필
요 때문에 억지로 바치는 개별 청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거대한 회중인 교회의 기대를 표현
하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모든 믿는 이의 기도이다. 아니, 하느님 선의의 표징을 기
다리는 지상의 모든 인간의 기도이다.(시편 86,17)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한다는 실질적 표현이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기도이며, 입술에 올
리는 행위 자체로도 들어주시는 기도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해지고 영
광스러워졌으니, 사랑이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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