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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친교: 신약성경의 탄생
DIVERSIT E COMUNIONE TRA I PRIMI CRISTIANI
La genesi del Nuovo Testamento✽

마르크 라스투앵 S.J.✽✽ (교황청립 성서대학 교수)
최원오 빈첸시오 옮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세기 종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며, 적어도 ‘종교’(religione)라는 용어
6

가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늘 똑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세계 안에
서 그리스도교는 별 볼 일 없는 집단이었다. 큰 나무가 되는 작은 씨앗에 관한 복
음서 비유는 초세기 그리스도교를 묘사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은유적으로 말하자
면 당시 그리스도교는 엄청난 가지들이 쑥쑥 뻗어 나오는 작다란 나무에 비길 수
있다.

매우 종교적인 세계

첫째, 종교적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든 세계를 상상해야 한다. 한쪽에는 분명하
게 개념 잡힌 종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자율 구조를 지닌 국가들이 존
재했던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 모든 국가들처럼 강력한 종교적 구성요소
를 지녔으며, 황제숭배는 특히 동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 황제는 ‘자기에게 경배하
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는’(묵시 13,15) 권력을 쥐고 있었다.
백성들은 저마다 고유한 신심을 지닐 수 있었지만, 동시에 종교 형태를 갖춘 로마
제국 프로파간다의 확산을 수용해야 했다. 사회와 연관된 이러한 종교적 차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에 더욱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당시 세계는 이교가 대다수였다. 여러 주요 신들이 도시 공간과 언어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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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이 특별히
숭배되었고, 사도행전이 알려주듯 에페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이 숭배되었다. 바
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설교할 때 그 지역 장인들이 들고일어났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일에 바오로의 설교가 큰 위협
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
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
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
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사도 19,27-28)
일정한 위계를 갖춘 다양한 다신론 속에서 각 지역은 제 입맛에 맞는 신을 모시
고 있었다. 이교 세계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으며 쉽사리 혼합되었다. 마술과 미신
이 거의 철학과 같은 신비적 경향을 지닌 채 공존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를 의미심장하게 일깨워준다.
셋째, —이것이 근본 요소인데— 당시 세계에는 수천 명의 동조자들이 생길 정
도로 유다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유다교에 가입한 ‘개종자들’(proseliti)이 있
었고, 드러내 놓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하느님을 두려워
하는 이들’(timorati di Dio)이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가리켜 장차 다가가서 그
리스도교 선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무리라고 한다. “카이사리아에 코
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대장이
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
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사도 10,1-2)

지배적인 헬레니즘 문화

역사학자 에릭 그루언에 따르면, 유대교는 전형적인 헬레니즘 종교이다.1) 이 말
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을 단순하
게, 그러나 그릇된 방식으로 대립시키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대교는
고유한 보편주의와 핵심 윤리를 통해 당대 헬레니즘 세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
1) Erich S. Gruen, Heritage and Hellenism: The Reinvention of Jewish Tradition ,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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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교이다. 유대교는 많은 이들을 매료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많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서양 사회에서 이슬
람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유대교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증명하듯)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종교였다. 전형적인 반(反) 유다주의의
대부분은 ‘마네톤’(Manetone)과 같은 이집트 사제들이 퍼뜨렸는데, 그 후 세기를
거듭하며 (세계주의, 비유다인 증오 등의 형태로) 이어진다.2)
1세기 그리스도교는 이른바 유대교라는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작디작은 한 그루
나무처럼 등장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극도로 ‘종교적인’(religioso) 세계 안에서
자라났다. 많은 이들은 미신과 얄궂은 제례로 가득한 세상을 비판하면서, 잔인한 희
8

생제와 엮이지 않고 합리적인 예식을 지닌 더욱 철학적인 종교를 원하고 있었다.
제국의 동쪽에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유대교는 성서 메시지를 그
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성경을 전파했는데, 이 성경은 널리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유대교는 공통분모를 지니면서도 매우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공
통 원리도 있었지만, 장소와 종교 관행과 사회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알렉
산드리아의 필론—그의 형제는 이집트 세관을 총괄했고 그의 조카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 됐다—집안과 시리아나 아라비아의 시골 히브리
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 퍼져 나
갔다. 크게 두 부류의 언어가 있었다. 그리스어를 쓰는 헬레니즘 세계에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에페소, 아테네가 있었고, 유대아에서 시리
아에 이르는 아람어를 쓰는 세계는 갈릴래아를 지나 더 동쪽으로, 심지어 로마제
국 국경 너머까지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유대아와 갈릴래아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그리스어를 썼고, 아람어를 쓰는 많은 이들도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
다. 비록 같은 도시에 살아가더라도 언어문화에 따라 무리가 형성되었다. 람페의
연구는 로마에 살던 유다인들이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는
그리스어로 즐겨 말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3)
2) Yves Chevalier, L’antisemitismo. L’ebreo come capro espiatorio , (Milano: IPL, 1991).
3) 참조: Peter Lampe, Die stadtr mischen Christen in den ersten beiden Jahrhund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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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는 예루살렘에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
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사도 6,9)이 있었다는 정보를 준
다. 그리스어를 쓰던 그 회당 사람들이 스테파노로 대표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 역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에게 맞섰다. 스테파노는 루카가 전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무를 어렵사리 떠안았다.(사도 6,1-5 참조) 첫
봉사자(부제)들의 이름은 그리스어이고, 안티오키아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처
음 언급된다. 루카는 나중에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라고 불리게 되었다”(사도 11,26)고 전한다. 안티오키아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
그리스도교 유다인이나 이교도와 구별하기 위해 그리 불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리스도’, 즉 메시아를 경배하는 이었지만, 그 용어는 그리스어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동방의 대도시들과 갈릴래아, 사마리아 같은 시골에서도 몇몇 공동체들
이 서서히 생겨났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와 언어들은 상이한 신학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과도 연관된다. 이제 몇
가지 의미심장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세의 율법 준수—할례와 음식 규정은 그것을 지키는
이들과 지키지 않는 이들 사이에 ‘장벽’(barriera)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였다—를
주장하는 문헌들과 믿음의 우위를 강조하는 문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마르코와 루카는 예수님에게서 유래하
는 전통을 전해주는데, 이 전통에 따르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어떤 이유로든) 버
려서는 안 된다. 반면 마태오 복음을 알았던 공동체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한 대목
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마태 19,9)
이러한 예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다. 혹시 유다 율법에 비해
이교도들에게 더 관대했던 근친상간 규정일까?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오로는 코

Untersuchungen zur Sozialgeschichte , (T bingen: Mohr-Siebec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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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개종한 남녀 이교도들에 관한 또 다른 예외 규정
을 덧붙인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
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
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2-15)

10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통을 새로운 경우에 적용했다.4)
또 다른 전형적인 문제는 로마 제국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다. 어떤
그리스도인 무리는 로마 제국이 하느님께 맞서 극단적인 증오를 쏟아낸다고 여겼
다. 예컨대 로마 제국을 모질게 공격하는 요한 묵시록은 로마를 피에 굶주린 사나
운 짐승에 빗댄다. 쿰란 문헌은 로마인들(Kittim)을 더러운 권력인 자기 군대의 독
수리들을 떠받드는 인간으로 표현한다. 이런 문헌들은 로마 세계를 하느님께 맞서
는 죄악과 증오 자체로 여긴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은 로마의 지배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제도이며, 하느님께서는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로마의 힘을 키워주
셨다고 강조한다. 바오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재판관들을 존중하고
세금을 내라고 편지를 썼다.(로마 13,3-6 참조) 이는 반역 전과자요 반란 선동가라
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바오로의 자구책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묵시록
은 로마와 장사꾼들을 심하게 비판한다. 그 장사꾼들은 로마의 국가 시스템을 활
용하여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 그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
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묵시 17,3-6)
4) 참조: John P. Meier, Un ebreo marginale. Ripensare il Ges storico. 4: Legge e amore , (Brescia:
Queriniana, 2009), 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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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같은 지역 상황에서 동일한 토대를 지녔을 이 두 갈래 흐름이 그리스도
교 전체 역사에서 긴장을 유지해 온 두 개의 커다란 신학적 전망과 어떻게 맞아떨
어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는 창조질서를 높이 평가하는 창조신학이고, 다른 하나
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에 영향을 받은 묵시신학이다. 이 두 신학의 긴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악의 근원을 물리치려
는 경향과, 동시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경향이다.
신학과 실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다. 경험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교의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관행과 실천들에 연관되어 있다.
제아무리 열성적인 작은 공동체를 꾸렸다 할지라도—또는 아마도 열성적인 작은
공동체를 꾸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을 겪게 마련이다. 신약성경 대부
분은 이러한 크고 작은 분열의 표지를 보여준다.

개인적 다툼

의례 규정들로 말미암은 분열 외에 개인적 다툼들도 있다. 바오로는 코린토에
서 생긴 분열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지도자에게 속한다
고 내세우고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
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
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1코린 1,11-13)
요한계 그리스도교—로마의 아시아 식민지인 소아시아 지역(에페소)에서 똘똘
뭉친 작은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도 분열과 파문을 겪고 있었다. 더러
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더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사실 그리스도교 문헌들—예컨대 쿰란 문헌들—은 불화를 일으키는 이단들과
맹신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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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
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
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2요
한 9-11)

이 경우 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분열의 인간적 측면
은 이어지는 요한 서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 하기를 좋아
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12

행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
아냅니다.(3요한 9-10)

바오로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을 거슬러 단호한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인격뿐 아니라 가르침도 반박한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
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2코린 11,13-14)
바오로는 공동체에 속한 죄인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
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1코린 5,11) 또 바오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죄
인을 사탄에게 넘겨버리라고 코린토 신자들에게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1코린 5,5) 이런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파문 형식을
일컫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열들 가운데 순수하게 인간적이고 문화적
인 측면과 신학적 측면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분열이나 문화적 문제가 전혀 없는 어떤 특권적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초기 문헌들은 이러한 분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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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각성을 풍부하게 증언하고 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의와 실천에
관한 분쟁, 지역 공동체들 사이의 분열과 공동체 내부 분열을 맞닥뜨려야 했다. 그
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종교적 세계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교 구성원들이 바
로 그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 관행에 젖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교 관습에 익숙했다. 고대 세계의 우정 관계와 사회생활은
그들에게 근본 결단을 내리도록 끊임없이 강요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물음을 계속 던졌다.

상호 인정

이런 상황에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런 분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2세기에 ‘큰 교회’(la
grande Chiesa) 또는 ‘가톨릭’(la Catholica )이라고 불리게 될 교회를 서서히 건설
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 베드로, 바오로,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분열의 힘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공감대를 깰 수 없었던 까
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 단순한 이유를 대자면, 적어도 분열의 원심력만큼이나 강
한 친교의 구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깊은 공감
으로 서로 연결된, 일치를 향한 커다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카가 사도행전을 요약할 때(사도 2,42-47; 4,32-37; 5,12-16 참조) 초기 그리스
도 공동체를 분명히 이상적으로 묘사했지만, 예루살렘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일
치시켰던 강렬한 친교 감각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일치를 위
한 장엄 기도를 쓰면서(요한 17장 참조) 친교를 향한 커다란 열망을 증언한다.
이 일치는 특별히 두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아 실현됐다. 첫째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가진 수위권과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수위권을 받아들였다는 점이고, 둘
째는 대부분 신학적 극단주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예수님께 기인하는 사도들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실천과 신앙 행위의 다양성에 한계를 둔 것이
다.
베드로의 권위와 베드로에게 기댄 교회들의 권위는 그리스도교에 소속되기 위
한 ‘필수’(sine qua non ) 조건으로 서서히 자리 잡았다. 1세기 내내 케파, 곧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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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다. 두 가지 커다란 그리스도교 운동이 —어려움이 없지
는 않았지만— 베드로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졌다. 곧, 타르수스의 바오로 또는 그
추종자들이 감히 ‘사도 바오로’(l’apostolo Paolo)라고 부르던 인물과 직결된 공동
체(바오로 몸소 분명히 알고 있었듯이, 그는 열두 사도단에서 한몫을 하지도 않았
고 육체를 지닌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와 (2세기의 파피아스 주교에 따르면) ‘원로
요한’(Giovanni l’anziano) 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il discepolo che Ges
amava)라고 불린 신비에 싸인 인물과 직결된 이른바 ‘요한 공동체들’(comunit
giovannee)이다.

베드로의 수위권
14

베드로의 수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바오로와 요한의 두 그리
스도교 전통에서는 비슷하다. 바오로 전통에서는 비록 케파-베드로가 안티오키아
에서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갈라 2장 참조) 바오로가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의
기둥들과 친교를 이루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들과 합의를 이루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
가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
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
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
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갈라 2,7-10)

또한 바오로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들의 인정(認定) 없이는 자신의 선교가
헛일이 되리라고 밝힌다.(갈라 2,2 참조)
바오로는 친교의 사람이었으니, 교회들 사이의 친교, 사람들 사이의 친교, 이방
계 그리스도인과 유다계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를 추구했다. 그리스도께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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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시를 받았지만 바오로는 결코 케파-베드로와 친교를 깨려하지 않았다. 바오
로는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케파가 그 복음
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헛된 달음질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바오로
는 처음에는 몇 해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모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작정
이었지만,(1코린 16,3-4 참조) 마침내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
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로마 15,25)
바오로는 친교를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교와 공동체들
이 예루살렘에 뿌리를 둔, 곧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들로 이뤄진 큰 교회에서 떨어
져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한마디로 바오로는 자신의 사도적 은사가 그리스도 몸
소 (당신 부활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
다. 어쩌면 바오로 서간들이 마침내 모든 이에게 두루 받아들여진 것도 바오로의
이러한 자발적 교회 행위 덕분일지도 모른다. 자기 확신이 매우 강했던 바오로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겸손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가 올
바르게 처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바오로
의 자유로운 발언은 깊은 친교를 동반하고 있다. 이것은 언제나 유효한 현재형 가
르침이다.
베드로 수위권에 관한 인정은 요한계 문헌들에 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베
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
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이라
고 말씀하시는 일화(16,13-19)가 없다.5) 그럼에도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두 차례
나 베드로의 수위권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맨 먼저 무덤
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구성이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
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요한 20,4) 두 번째는 21장에서 예수님께
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목적 임무를 강조한 부분이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
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5) 마태 16,16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 6,68-69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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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
그러나 21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사명을 받
는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 그 제
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
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
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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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중 작업을 완수한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
자’(il discepolo che Ges amava)의 가르침이 갖는 적법성과 가치를 주장했다. 베
드로(와 그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그 제자들)가 베드로의 으뜸 역할을 인정했다. 이 이중
작업 덕분에 요한복음은 큰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요한 공동체들도 다른 공동체들
에 받아들여졌다.

배제와 경계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말고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서 내린 두 가지 위대한 결정을 따름으로 실현된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
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
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
니다.”(사도 15,28-29) 신약성경은 이 결정에 맞섰던 공동체와 집단에 대한 선명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 교회가 점진적으로 떨쳐낸 두 가지 흐름 가운데 하나는 유다
계 그리스도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다른 민족들이 히브리 백성 안에
편입되어 관행적 계명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2세기에 커다
란 위협이 되었던 원(原)영지주의적(protognostica) 흐름인데, 그들은 형제적 친교
보다는 완고한 윤리 실천에 토대를 두고서 황홀하고 신비적인 인식과 실천의 특

초기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친교

성을 지닌 밀교(密敎) 교설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읽어냈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례 받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적법성을 인정
하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도록 요구받았다. 이 어려운 선택은 사도행전의 중심부에
서 폭넓게 전해지는데, “예루살렘 사도 회의”(il Concilio di Gerusalemme)라고 불
리는 매우 중요한 열매를 거둔다.(사도 15 참조)
사도 바오로가 서간에서 유다계 선교사들에게 반대하며 증언하는 바와 같이, 분
명 수많은 유다계 공동체가 아랍 세계에 존재했다. 이 공동체들은 2세기 초부터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된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들이 오만방자해져서 바오로가 로마 9-11장에서 경고하는 바를 망각한 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커다란 유혹은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일어
났지만, 히브리 세계와 아랍 문화권에 확산됐다. 이른바 ‘영지주의’(gnosticismo)
또는 ‘영지’(gnosi)의 문제다. 물론 ‘좋은’(buona) 영지도 있지만, 이레네우스가 반
박한 나쁜 영지는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내세운다. 영지주의가 언제 생겼는
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세기 말에 나타났다고 여긴다.
요한계 문헌들은 이러한 영지주의의 존재를 증언하고 반박한다. 왜냐하면 영지
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신화(神話)로 바꾸
어 놓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
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
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1요
한 4,2-3)

이러한 흐름은 이집트에서 크게 발전했고, 수많은 문헌들을 만들어냈다. 그 가
운데 토마스 외경 복음과 유다 외경 복음이 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문헌들은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로마의 클레멘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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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베드로의 둘째 서간이 그러하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수
위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떠한 일치도 이룰 수 없다. 수
위권의 정확한 경계를 두고 지중해에 있는 큰 교회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
다. 왜냐하면 서방의 한 교회—로마 교회—가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베드로와 바
오로에 대한 특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에서 똑같이 순교로 인정받은 베드로와 바오로의 교회법적 화해가 그
리스도인들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열두 사도가 전해주었고 케
파-베드로가 대표하는 그리스도교가, 지상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타르수스의
바오로가 전파한 더 헬레니즘화된 그리스도교와 긴밀하게 일치했다는 사실은 분
18

명하다. 지중해 동쪽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화와 언어가 하나인 교회 안에서 통합
되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와도 구별되고 유
대교와도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다양성은 그리스도교 본질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
도교는 그 기원부터 문화, 언어, 인종, 신학에서 다원적이었다. 그리스도교는 제국
안팎에 있던 공동체들에서 형성되었고, 그리스 전례 언어와 아람어 전례 언어를
사용하던 공동체들에서 형성되었으며, 사도들의 전승을 엄격하게 따르던 공동체
들과 그렇지 않은 공동체들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대립을 불러일
으켰고, 때로 파문과 열교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체들은 친교를 향한 강
한 열망과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기억과 공동 전례, 특히 세례와 성찬으로 생명력
을 얻었다.
이 열망은 다양한 문헌들과 전통들이 신약성경 안에서 동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스라엘의 토라가 사제계 흐름과 신명계 흐름을 통합하였듯이,
신약성경은 유대아-갈릴래아 그리스도인들의 유산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소아
시아 공동체의 유산을 통합한 것이며, 바오로가 세운 공동체들과 ‘예수님께서 사
랑하신 제자’(il discepolo che Ges amava)가 세운 공동체들의 유산을 아우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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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동체에 뿌리를 둔 서로 다른 신학 학파들과 학문들 사이의 친교와 상
호 인정에 대한 강한 열망 없이는 신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1세기에도 똑같은
긴장이 죽 이어졌다. 서로 다른 신학들과 전례 문제들—예컨대, 부활절 날짜 문제6)
—이 빚어낸 분열의 힘은 언제나 더욱 유기적인 친교의 움직임과 대립해 왔다. 공
의회 시대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친교 운동이었다. 이제 이 운동은 또 다른 역
사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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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조: Enrico Cattaneo, “La data della Pasqua nella Chiesa antica”, Civ. Catt. , 4026 (2018, 3), 529543.

시련에 대한 가르침
LA DOTTRINA DELLA TRIBOLAZIONE✽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S.J.✽✽
김학준 라우렌시오 S.J. 옮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Jorge Mario Bergoglio)가 아직 신부였던 1987년 크리
스마스 무렵에 작성한 글을 우리가 독자들에게 지금 다시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글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

베르골료 신부는 두 명의 예수회 총장이 쓴 여덟 통의 편지 모음집 『시련 속의
편지들』(Las cartas de la Tribulaci n)에 짧은 서문을 썼다. 일곱 통은 1758년부터
1773년 사이에 예수회 총장 로렌초 리치(Lorenzo Ricci) 신부가 썼고, 한 통은 1831
년에 총장 얀 루탄(Jan Roothaan) 신부가 썼다. 이 편지들은 예수회 해산이라는 시
련을 언급하고 있다. 교종 클레멘스 14세는 일련의 정치적 변동을 겪으며 1773년 7
월 21일에 소칙서 『구원자이신 주님』(Dominus ac Redemptor)을 발표하여 예수회
해산을 결정했다. 세월이 흘러 1814년 8월, 교종 비오 7세가 칙서 『모든 교회에 대
한 관심』(Sollicitudo omnium ecclesiarum)을 로마 노빌리 수도원 경당에서 반포
함으로써 예수회의 재건이 발효되었다.
베르골료 신부는 아르헨티나 관구장, 막시모 대학 원장, 산미겔 본당 주임 사제
를 역임한 뒤에 1986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수학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
와서는 학업을 이어가며 사목신학을 가르쳤다. 그 동안 예수회는 1987년 9월 27일
부터 10월 5일까지 열릴 제66차 관구 대표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관구는 베르골료 신부를 ‘관구 대표자’(procuratore)로 선출하여 로마로 파견했다.
그의 임무는 관구 현황을 보고하며 여러 관구에서 선출된 다른 대표들과 함께 예
수회 상황을 논의하고 예수회 총회를 소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지 표결하
는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베르골료는 리치 신부와 루탄 신부의 편지를 묵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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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이 꺼내 보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서신들이 당시 예수회에 현재적 중
요성을 띤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서문을 작성하고 3개월 뒤에 서명했다. 2천
단어 남짓한 분량에서 절반은 주석이다.
이제 『치빌타 카톨리카』는 그 동안 접할 수 없었던 이 글을 다시 한 번 소개한
다. 정작 베르골료가 언급하는 서신들이 함께 실리지 않았지만 그 편지들도 곧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서문의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 서문에 담긴 정
신에 관한 디에고 파레스 신부의 논평이 「격분의 영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2018
년 8월 한국어판에 게재되었다.

우리가 『시련 속의 편지들』(Las cartas de la Tribulaci n)을 다시금 소개하는 이
유는 최근 몇 년간 교종이 이 문헌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들과 베르골
료가 1987년에 쓴 성찰문은 2014년 예수회 재건 200주년을 맞아 그가 로마 제수 성
당에서 저녁기도를 주례할 때 했던 강론의 핵심이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가장 최근에 편지를 언급한 때는 페루에서 예수회원들을 만
나 대화하던 자리에서였다. 그는 이 편지들을 두고 ‘우리가 제도적인 메마름에 끌
려다니지 않도록 해주는 식별의 기준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는 반석’이라고 했다.1)
그리고 교종은 2018년 1월 16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사제, 남녀 수도자, 봉헌생활
자, 신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편지들을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때 교종은 ‘문화적
사건들이나 역사적 사건들이 박해와 시련, 의심 등을 야기할 때’ 그리고 유혹이 ‘계
속해서 우리의 실망을 되새김질할’ 때 따라 걸어야 할 길을 찾으라고 초대하셨다.
분명 교종은 혼란의 시기와 ‘갈등의 소용돌이’(vortice di conflitti) 속에 있는 칠
레 교회에 어떤 말씀을 건네고자 했다. 교종은 한 번 더 그 편지들을 언급하며 이
번에는 베드로에 관해 이야기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예
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반대와 비판으로 인한 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낙담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으로 되지 않기
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으
1) 교종 프란치스코, 「“우리 백성이 어디에서 창조적이었나?”: 칠레와 페루 예수회원들과의 대화」,
황정연 옮김, 『치빌타 카톨리카』, 6권(2018, 여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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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식별하는 법을 배우길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
실을 옹호하는 파괴자, 자애로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혼란으로 마비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요한 21:17)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줄 때
까지 밀어붙이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그를
명백히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다.2)
그러므로 우리는 베르골료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 곧 교종 프란치스코로서 어
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신들과 성찰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 내용은 교종이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어서
22

오늘의 교회에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영적 실망과 혼란, 그릇되고 반
(反)복음적인 논쟁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교회에 중요하다고 교종이 생각
하는 내용이다.
가령 찰스 J. 시클루나(Charles J. Scicluna) 대주교의 보고서를 받은 뒤, 2018년
4월 8일에 교종이 발표한 「칠레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Lettera ai vescovi del
Cile)은 현 교종의 직무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서, 31년 전에 작성된 이 짧은 글에
서 비롯되었다. 칠레 주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새롭게 나온 『시련 속의 편지』
(Lettera della tribolzione)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르골료가 쓴 서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를
성숙한 열매로 만들어 낸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기도 하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2) 참조: 교종 프란치스코, 「사제와 남녀 수도자 및 신학생들에게 한 연설」, 산티아고 대성당, 2018
년 1월 16일,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18/january/documents/papafrancesco_20180116_cile-santiago-religios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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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에 실린 글들은 예수회 총장이었던 로렌초 리치 신부(1785년 선출)와 얀
루탄 신부(1829년 선출)가 썼다. 이 분들은 박해받던 어려운 시기에 예수회를 이
끌었다. 리치 신부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교종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해산시켰다. 오랫동안 부르봉 왕가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pretendevano)있었다. 교종 클레멘스 13세는 1765년에 발표된 칙서 『사도적 돌봄』
(Apostolicum Pascendi)을 통해 이냐시오 성인이 창립한 수도회를 재신임했지만,
예수회에 반대하는 부르봉 왕가의 거센 공격은 클레멘스 14세가 1773년에 소칙서
『구원자이신 주님』(Dominus ac Redemptor)을 발표하여 예수회를 해산시킬 때까
지 멈추지 않았다.3)
루탄 신부도 ‘근대성’(modernit ) 개념을 가져온 계몽주의의 물결과 자유주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 리치 신부와 루탄 신부의 경우를 보면, 두 시기 모두 예
수회는 사도좌에 대한 헌신 때문에 주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간
접적인 공격이기도 했다. 물론 예수회원들 안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피는 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내
용으로도 두 예수회 총장이 활동하던 시기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중요한 점은
두 사례에서 예수회가 시련을 겪었고, 여기 실린 편지들로 두 총장이 회원들에게
3) 교종 클레멘스 14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각각 나름대로 객관적인 현
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유일한 해석 관점으로 만들면서 절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
다고 본다. G. 마르티나(G. Martina)는 『우리 시대의 루터교회』(La Iglesia de Lutero a nuestros
d as, 4 vols., (Madrid: Cristiandad, 1974), Vol. II, 271-287.)에서 이 주제를 잘 요약했다. 이 책은 풍
부한 참고문헌도 제공한다. 루트비히 파스토르(Ludwig Pastor)는 그의 책 『교황사』(37권)에서 클
레멘스 14세를 극히 가혹하게 평가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이러하다. “부르봉 왕가의 요구를 가급
적 전부 따르고 이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전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클레멘스 14세의
유약한 성격은 중요한 열쇠이다.”(90) ‘새 교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나약함과 소심함. 그리고 그
에 못지않게 기만적이고 느린 생각.’(82) “클레멘스 교종은 용기와 단호함이 부족하다. 그는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느리다. 그는 달콤한 말과 약속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는 사
람들을 속이고 홀린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약속하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을 내세워 해결을 미루
는 로마의 방식을 쓴다. 결국 그가 마지막 승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의 그물에 걸
려든다. 그럴듯한 말과 밝은 희망을 쏟아내며 대사들을 돌려보내지만 그가 한 말은 이후에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첫 알현에서 그의 환심을 얻어내야 한다. 통찰력 있는 대사는 말이 많은 그를 보
며 감춰진 불성실함을 간파한다.”(82-83) 이것은 파스토르가 당시의 자료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
이다. 교종 간가넬리(클레멘스 14세의 이름-역자 주)에 대한 그의 판단은 부정적이지만 간가넬리
의 비서이자 같은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본템피 수사에 대한 그의 견해는 더욱 부정적이다. 파
스토르는 본템피가 간가넬리의 오류에 사실상 주된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파스토르에 따르면 본
템피는 예수회 해산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성직매매를 시도했다. 본템피는 교종 클레멘
스 14세가 자신을 추기경으로 비밀리에 지명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종이 사망 전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파스토르는 본템피를 막후에서 움직이며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fare bella figura) 하고 그럼으로써 앞날을 대비하는, 양심 없는 야망가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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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에 대한 가르침을 상기시켰다는 사실이다. 이 서신들은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방법에 대한 한 편의 논문과 같다.
혼란의 시기에는 문화적·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박해, 시련, 의심 등의 소동이 일
어나는데 이때 따라야 할 옳은 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시기에는 으레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한다. 즉, 어떤 생각에 대해 논쟁하거나, 마땅히 관심 가져
야 할 사안을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박해자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
지 마음속에서 계속 실망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 두 총장이 어떻
게 유혹에 대처했고, 예수회원들의 영성을 단련할 가르침을 어떻게 제안했으며,4)
전체 예수회에 대한 소속감을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 “이 소속감이 가장
24

중요하고 그 밖의 (예수회 안팎의 모든 기관에 대한) 소속 의식보다 우선되어야

4) 예수회 조제프 드 기베르(Joseph de Guibert) 신부는 저서 『예수회원들: 그들의 영적 교의와 실
천』(La espiritualidad de la Compa a de Jes s, (Santander: Sal Terrae, 1955), 486.)에서 이렇게 기
술한다. “이것(리치 신부를 총장으로 선출한 19차 총회의 교령11을 지칭함)과 동일 선상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쌓여가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 총장이 자신의 수도회원들에게 보낸 일련의
가슴 아픈 편지들이 발견되었다. 1759년 12월 8일, 곧 포르투갈 관구를 폐쇄한다는 폼발 후작의 칙
령이 내려진 다음 날, 리치 신부는 거룩한 은총에 온전히 내어맡기는 진실한 초자연적 부르심의
영, 즉 선한 영을 즉시 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이 폭풍 같은 박
해의 움직임이 프랑스에 도달한 1761년 11월 30일에 그는 다시 모든 회원들에게 각자의 신뢰를 하
느님께 두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시련이 영혼의 정화를 위해 활용되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봉사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1763년 11월 13일에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 기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면서 무엇보다도 이냐시오 성인이 요구했던 겸손, 가난의 정신, 완전한 순명을 권고했다. 스페인
예수회원들이 추방된 후인 1769년 6월 16일에는 기도와 열정으로 작은 결점도 정화하기를 새로이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신 주님』 소칙서에 서명하기 6개월 전인 1773년 2월 21일에 인간
적 도움이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리치 신부는 시련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초대하여 오로지
하느님께 신뢰를 두게 하는 하느님 자비의 효과를 보기 원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
하되, 예수회가 자기 소명의 영에 충실할 수 있기를 청하라고 권했다. “하느님이 원치 않으셔서 만
약 예수회가 그 영을 잃는다면, 예수회가 해산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회가 스스로
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비, 일치, 순명, 인내,
복음적 단순함의 영을 충분히 유지하라는 따뜻한 권고로 편지를 마친다.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
는 엄청난 시험의 순간에 하느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말씀으로 예수회의 영적 역사를 맺고자 하
셨다. 코르다로(Cordara)도 그리고 그 뒤의 다른 이들도 예수회가 공격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리
치 신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수동적이라고 비판하였고, 공격을 꺾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비판이 합당한 지 논하는 자
리가 아니다. 인간적 능력에 기대라는, 합리적이지만 소용없는 유혹에 귀를 열기보다 초자연적 충
실성, 거룩한 삶, 기도 안에서 이루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한 반복되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이를
소멸을 앞둔 수도회의 최후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318-319) “1775년 11월 19일,
죽음이 임박한 리치 신부가 산탄젤로 城(Castel Sant’Angelo) 감옥에서 병자 영성체를 하며 고통
스럽게 읽어야 했던 항의서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오류 없는 진리의 법정 앞에 나와, 해산된 예수
회가 억압받는 상황에 대해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항의하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리치
신부는 상황을 잘 아는 장상이 자기 수도회의 상황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증언했으며, 자신의 투옥과 관련해서도 그는 아주 작은 원인이라도 제공한 적이 없음을 증언했
다.”(Ibid., 주71)

시련에 대한 가르침

하며, 소속감은 ‘사명’(missione)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모든 투신의 특성이 되어
야 한다.”5)
당시의 문화적-사회정치적 입장 뒤에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즉 계몽주의, 자
유주의, 절대주의, 왕정주의 등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총장이
편지 안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논쟁’(discutere)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오류, 거짓말, 무지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회의 몸을 언급하면서 이데올로기는 한쪽으로 밀어놓
고, 그러한 사상들(그리고 사상들의 문화적·정치적 결과들)이 예수회원들의 가슴
속에 일으키는 혼돈을 성찰의 중심에 뒀다. 그들은 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
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상들에 대해서도 씨름하긴 했지만, 그
들은 그런 사상들이 만들어내는 상황, 곧 삶으로 나아가기를 더 원했다.
사상은 논의되는 것이지만, 상황은 식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 편지들은 시련 속
에 있는 예수회원들에게 식별의 요소들을 제시하려고 작성되었다. 따라서 편지를
전개하면서 두 장상은 오류, 무지 혹은 거짓말보다는 혼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
였다. 혼란은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혼란은 다양한 영이 오고 가는 움직임이다. 추
상적인 참과 거짓은 식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혼란은 식별의 대상이다. 이 편
지들은 사상을 논하기보다 예수회원들에게 기본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며 각자의
부르심을 돌아보도록 이끈다.
시대의 심각성과 특정 상황의 모호함이 만들어 내는 현실 앞에서, 예수회원들은
식별해야 하고 소속감 안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상반되는 현실의 양극단을
부정하는 해결책은 하나도 택해서는 안 된다. 예수회원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지, 자신에게 평온함을 주는 결과를 쫓아서는 안 될 노릇이다. 그가 잘 식별했다는
표징은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균형감 혹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는 명백한 평온함 속에서 찾아서
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비를 희생해서 진리를 옹호하거나 진리를 희생
해서 자비를 옹호하는 태도, 혹은 진리와 자비를 모두 희생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5) 『예수회 32차 총회』, 교령4,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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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만 옹호하는 파괴자나 자비만 좋아
하는 거짓말쟁이, 혹은 혼란 속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별을 잘해야
만 한다. 식별을 돕는 일이 장상의 직무다. 예수회가 식별의 자세를 갖추도록 돕기
위해 장상 편에서 하는 노력, 바로 이것이 편지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러한 아버지다운 자세가 영적인 무력감과 뿌리의 부재로부터 예수회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해 한 마디 추가하겠다. 식별에 올바로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속감에 의미를 주는 근본적 진리에 기대는 것이다. 성 이냐시오
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지닌 지향은 나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바라보
면서 단순해야만 한다.”는 점을 되새겼다.6) 단지 산만하기만 할 뿐 식별과는 거리
26

가 먼 접근 방식으로는 박해로 생겨난 외부의 혼란스런 상황과 예수회원들의 죄
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두 총장이 서신에서 예수회원들의 죄를 언급하
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은 운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적 맥락에 알맞은 식별의 변증법은
외부의 상황과 유사한 상태를 자신의 내면에서도 찾아보는 것이다. 이때 자신을
단지 박해받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스스로를 마치 불의 때문에 피해 입는 대상 등,
‘희생자처럼 느끼는’(sentirsi vittima) 나쁜 영을 낳을 수 있다. 외적으로는 박해로
인해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회원은 자기 죄를 생각하며 ‘자
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당황’(vergogna e confusione di me stesso)을 청한다.7) 이
것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식별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8) 결과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식별이라는 우리 영성의 보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S.J.
1987년 12월 25일
6) 참조: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169번.
7) Ibid., 48번.
8) 참조: 『예수회 사제와 수사들에게 보내는 총장의 편지』(Epistolae Praepositorum Generalium ad
Patres et Fratres Societatis Iesu), vol. 4, (Rollarii: Iulii De Meester, 1909), 257-307; Ibid., 332-346.
예수회 신부 에르네스토 단 오브레곤 (Ernesto Dann Obreg n)이 서신들을 라틴어 원문에서 번역
했다.

멀티태스킹: 기회인가? 문제인가?
IL MULTITASKING: OPPORTUNIT O DISPERSIONE?✽
조반니 쿠치, S.J.✽✽
김기현 베네딕도 S.J. 옮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신문주 베로니카 감수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현대 문명의 주요한 특징은, 기회들이 풍부하고, 이 기회들에 다양한 방법으
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장점은 특히 기술의 속도와 능력의 신
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기술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멀티태스킹’
(Multitasking)이다.1) 특유의 사고방식과 어떤 이상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이 용어
는 계속 늘어나는 작업, 책무와 관계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놀라운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다중 작업의 다양한 기회 제공

다중 작업의 예는 아주 많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기에 가능한 모
든 분야에서 다중 작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집안일을 할 때 여
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이미 갖춰져 있다. 임무나 연구를 수행하면
서도 동시에 쇼핑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취미로 독서를 하면서도 실시간 제공
되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친구와 얘기한다든가, 공지사항을 보낸다든가, 강의를 수
강하고 심지어 학회에 참여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다. 이런 다중
작업 수행은 인터넷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타임 등과 같은 문자 전송 애플리케이션의 싸고 편리한
기능을 보라.2) 이를 통해 전에는 불가능했던 가족, 친구와의 소통 방법을 구현했
✽

La Civilt Cattolica , 4029 (5/19 maggio 2018), 242-256.

✽✽

Giovanni Cucci S.J.

1) 편집자 주. 본문에서 ‘다중 작업’(多重 作業)으로 번역한다.
2) 편집자 주. 원문에서는 ‘WhatsApp, Facetime, Viber’를 예로 들었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전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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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는 소중한 도움이 되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두말할 필요
가 없다.3)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원하는 정보를 무진장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검색 도구가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는 전통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이는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은행 업무, 교통 정보와 날씨 예보 확인, 식당, 서점, 영화관
찾기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 예들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모든 세부 사항들을 완벽하게 재현한 고대 도시로 가상현실 여행
을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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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이라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다중 작업의 예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서너 가지 분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본성에 있다. 디지
털 혁명은 다양한 현실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며 이러한 측면들을 확장시켰다. 마
크 프랜스키(Marc Prensky)가 쓴 논문 제목처럼, 그 결과는 ‘확장된 정신’(mente
aumentata)이라는 개념에 이른다.5)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모든 결과는 ‘패러다임 변화’(cambiamento di
paradigma)의 한 측면일 뿐이다. ‘확장된 정신’(mente aumentata)도 손실을 증가
시켰다. 이것은 이전의 기술적 발견들이 일으켰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6) 다중 작
업이 구현했던 속도, 유용성과 다양한 작업을 쉽게 수행할 가능성도 어떤 측면에
서 ‘손실’(perdite)을 초래한다. 이 사실들을 의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도와 학습은 양립불가한 이항식

다중 작업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각각의 기회를 좀 더 잘 활용하게 된다.
3) 참조: Giovanni Cucci, Altruismo e gratuit . I due polmoni della vita , (Assisi: Cittadella, 2015), 130134.
4) 참조: Samantha Murphy, “E-filing becomes the new normal,” Tech News Daily , (2011. 3. 26).
5) “오늘날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빨리 생각하고, 더 잘 계획하며, 더 깊이 분석하고, 더욱 복잡한 문제를 풀며,
심지어 자신의 몸도 더 잘 알게 됐다.” Marc Prensky, La mente aumentata: Dai nativi digitali alla
saggezza digitale , (Trento: Erickson, 2013), 19.
6) 참조: Giovanni Cucci, Paradiso virtuale o infer.net? Rischi e opportunit della rivoluzione digitale ,
(Milan: ncora-La Civilt Cattolica, 20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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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작업이 일을 처리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 좌절과 지적 허
영으로 인해 실제로 비생산적으로 된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지성적 능력
과 우리가 사물에 접근하는 깊이는 다루는 과제의 가짓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질
이 떨어진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는 삶의 경우
처럼, 우리는 동시에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을 안게 된다.
통신기기의 빠른 연결 속도와 엄청난 정보량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더욱 방해한
다. 그 결과, 생각을 완전히 소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인간의 학습 과정은 두뇌가 갖는 기억 용량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간에 균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복잡 미묘한 작용이다. 금세기 컴퓨터 과학의 발
전과는 달리, 인간 기억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의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지성은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
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개인의 단기 기억 능력은 잘해봐야 동시에
최대 7개 개념을 기억할 뿐이다.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컴퓨터 용어로 빗대자면
1초에 126비트가 최대치이다.”7) 그러므로, 몇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작
업의 깊이와 효과적인 지구력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바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전화할 때, 상대가 우리가 말한 내용을 피상적
으로 대꾸하고 넘어감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겉으로는 그들이 대화를 따라오지
만, 우리가 그들을 ‘잃고 있다는’(perdendo) 느낌이 확연하다. 진정한 경청은 그저
말소리를 알아듣는 일이 아니며,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여 듣고, 깨달으면서 듣는
행위이다.
비록 특수한 종류이긴 하지만 두뇌도 근육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어렵고 힘든 과제나 활동에 도전함으로써 단련해야 한다. 건성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활동은 두뇌를 게으르고, 둔하게 만들어 현상 유지도 할 수 없게 퇴화시킨다.
온종일 웹 서핑을 하고 난 후 내가 오늘 뭘 했나 돌이켜 보라. 몇 개의 기억이 인상
깊게 떠오르지 않고 모호하게 뒤범벅된 자신을 보게 된다. 이 현상이 바로 두뇌가
7) John Palfrey-Urs Gasser, Nati con la rete. La prima generazione cresciuta su Internet. Istruzioni
per l’uso , (Milan: Rizzoli, 2009), 257; 참조: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The Psychological
Review , 63 (1956), 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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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하는 증상이다. “‘디지털 제국주의자들’(I colonialisti del digitale)은 디지털 원
주민이 이미 다중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두뇌는 의식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빈번하게 과
제를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기면 지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8)
사실, 소위 다중 작업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억하고 집중하는 능력과 머리를
비우고 쉬는 시간이 부족하여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이동하는 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그들의 주특기여야 할 텐데 말이다.9)

다중 작업에 의한 사회적, 교육적 손실
30

인터넷에 관한 편견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작가 두 사람이 존 폴프레이
(John Palfrey)와 얼스 개서 (Urs Gasser)이다. 두 작가는 자신의 연구에서 현세대
가 이전 세대보다 포화 상태가 될 위험이 훨씬 많은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
다. 1) 신기술의 특징인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전파 속도와 많은 전파수단, 2) 동시
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의 증가, 3) 수행할 작업이 갖는 복잡도의 증가와 그 작업을
완결하는 속도의 증가. 4) 많은 양의 정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수용
한 정보에 대한 가치 확립의 어려움, 5)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
하기에 부족한 젊은이들(과 다른 이들)이 지닌 능력과 경험이다.10)
그뿐만 아니라, 다중 작업에 대해 수집한 개인 증언들은 일반적인 분산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 한 개인의 하루 일상에서 유일한 ‘고정적인’(stabile) 측면이
된다.11)
- 나는 인터넷을 할 때마다 다중 작업을 즐긴다. 지금, 이 순간 TV를 보는 중에도
몇 분마다 이메일 체크를 하고, 뉴스도 읽고, 음악을 콤팩트 디스크(CD)에 옮기
8) Roberto Zanini, “‘Tablet a scuola? Andateci piano’ Intervista a Roberto Casati”, Avvenire , (2013. 6.
14).
9) 참조: Eyal Ophir-Clifford Nass-Anthony Wagner, “Cognitive Control in Media Multitaskers,”
PNAS , 37 (2009), 15583-15587.
10) 참조: PalfreyGasser, Nati con la rete , 266.
11) 참조: Manfred Spitzer, Demenza digitale. Come la nuova tecnologia ci rende stupidi , (Milan:
Corbaccio, 2013), 195; 참조: Victoria Rideout-Elizabeth Hamel, “The Media Family: Electronic
Media in the Lives of Infants, Toddlers,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Menlo Park: Kaiser
Family Foundation, 2006). https://kaiserfamilyfoundation.files.wordpress.com/2013/01/7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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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메시지도 쓴다. (17세 청소년)
-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심하다. 왜냐하면 멈추는 시간
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웹 페이지가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TV 광고가 끝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17세 청소년)
- 나는 대개 학교를 파하기 전에 숙제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무릎에 책을 놓
고, 컴퓨터를 켜는 동안, 수학 숙제를 하거나 작문을 한다. 내 이메일을 주고받으
면서 다른 일을 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4세 소년)
- 교과서는 가방에 묻어둔 채 있지만, 노트북 컴퓨터는 언제나 책상 위에 켜져 있
다. 모니터 화면에는 역사, 영어나 물리학 문서를 띄어 놓고, 뒤에 내 페이스북이
나 아이튠즈를 띄어놓는다. 한편 헤드폰을 쓰고 팟캐스트를 듣고 때로는, 더 집
중해서,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본다. (15세 된 딸을 둔 엄마)
더욱이, 젊은이들의 인간관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만 국한되면 그들은 진
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다. 터클(S. Turkle)이 ‘함께 그러나 혼자’(Insieme ma
soli)라고 부른 현상이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12)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인터
넷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운동 경기, 인간관계
맺기,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체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의 몸
으로 ‘위험을 무릅쓰거나’(osare)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요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뛰노는 시간이 하루에 15~25분에 불과하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1인당 국립공
원 방문 횟수는 1988년 이래로 20% 감소하였고, 자연에서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활동은 1981년 이래로 18~25% 감소하였다. 동시에, 미취학 아동의 80%는 이미 컴
퓨터를 사용하며, 8~18세 연령은 하루에 7시간 반 이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디
어 기기(TV, 핸드폰, 컴퓨터)를 사용한다. 연구 결과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접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두뇌 발달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3)
12) Sherry Turkle, Insieme ma soli. Perch ci aspettiamo sempre pi dalla tecnologia e sempre meno
dagli altri , (Turin: Codice, 2012).
13) Ruth Atchley-David Strayer-Paul Atchley, “Creativity in the Wild: Improving Creative Reasoning
through Immersion in Natural Settings,” Plos One , 7(2012); F. T. Juster-F. P. Stafford-H. Ono,
Changing Times of American Youth: 1981–2003 ,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2004), www.
ns.umich.edu/Releases/2004/Nov04/teen_time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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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 작업을 지향하는 경향은 학교와 직장 환경에 큰 반향
을 일으키며 전 세대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약 2조원 어치 애플(Apple)사 주식을
갖는 주요 주주인 자나 파트너스(Jana Partners LLC), 캘리포니아주 교사 퇴직연
금(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두 기관이 2018년 1월 6일 애플
사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미디어와 아동 건강 센터와 앨버타 대학교가 2,300명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 디지털 기술을 교실에 도입하고 3~5년이 지나면서, 대다수(67%)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75%)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 90%의 교사들은 많은 창을 열어 놓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생들
32

(86%)에게 감정 조절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하여, 트웬지(J. M. Twenge)의 글도 인용했다. 하루 평균 3시간 전자 기기를 사용
하는 사람은 하루 1시간 사용하는 사람보다 우울증, 자살 위험이 35% 높아진다.
하루 평균 5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위험도는 71%로 높아진다.14)
- 다중 작업을 도입한 지 3~5년이 지나자 부정적 영향이 불거졌고, 여가와 식사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상황은 한 중학교 교사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활동하고 어울려 놀았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책상에 앉아 전자
기기를 가지고 논다.” 게다가, 불면증, 비만, 척추측만증, 당뇨 등 심각한 건강 장
애가 생긴다.15)

결정 장애

선택해달라는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으로 점점 더
줄어든다. 식품 매장에서 제품 판매에 대한 윌슨 & 스쿨러(Wilson and Schooler)
의 조사에 따르면, 6종류의 잼을 계산대 옆에 진열해 놓으면 멈춰 선 소비자의

14) Jean M. Twenge,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 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and What That Means
for the Rest of Us , (New York, Atria Books, 2017); “Open Letter from Jana Partners and Calstrs
To Apple Inc.”, https://thinkdifferentlyaboutkids.com/index.php?acc=1.

15) 참조: “Growing Up Digital Alberta”, https://thinkdifferentlyaboutkids.com/ index.php?acc=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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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4배 많은 24종류의 잼을 진열해 놓
으면 멈춰 선 소비자의 3%만 구매했다.16)
이런 현상은 인생에 중요한 선택 순간에도 나타난다. 실현이 가능한 선택지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역설적이게도 결정 능력이 피해를 본다. 다양하고 상이한 제안
들을 잠깐 맛보거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유목민’(nomadica)처럼 방랑하는 신
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선택지는 휴지 조각
이 되어버린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불리는, 교육, 고용 또는 직업 훈련 과정 중에 있지 않은, 곧 공부하거
나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이 230만 명(2016년)이라는 애
석한 유럽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시장 불안과 함께 이런
상황 저변에는 청년들이 시작한 노력의 결과도 함께 놓여 있다. 그들은 진정한 확
신이나 온전히 헌신하려는 마음 없이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마친다. 그 최종 결과가 ‘실패와 중단, 낮은 수준의 자존감과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는 험난한 교육 과정’인데, 가족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지만
구속하기도 한다.17)
이런 교육 문제로 인하여, 위에 언급한 젊은이들 중 성취하려고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의 비율이 높다. 이런 젊은이들의 취약점은 스포츠 같은 여
가 활동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광범위한 디지털 유목민에는 여러 종족이 있다.
헬스 매니아도 있고, 축구광도 있고, 클럽에서 운동하면서 챔피언을 꿈꾸는 사람
도 있고, 열렬한 응원단도 있다. ‘니트’(NEET)는 어떻게 용돈을 해결할 것 같은가?
부모에게 손 벌린다. 강좌, 활동, 시합 등의 비용을 대기 위해 ‘니트’들은 성인이 되
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다. (페이스북 시대인 요즘도 여전히 용돈이라
는 용어가 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부모 품에서 양육되던 청소년기를 여전히

16) 참조: T. Wilson-J. Schooler, “Thinking too much: introspection can reduce the quality of
preferences and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60 (1991), 181-192.
17) 참조: Anna Ancora, “Nel girone dei Neet”, in Una generazione in panchina. Da Neet a risorsa per
il paese , eds., Sara Alfieri-Emiliano Sironi, (Milan: Vita e Pensiero, 201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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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8)

다중 작업과 종교계

다중 작업의 정신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소명의식과 상충한다. 이 길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선택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16~29세 청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에게 맞는 천직이 뭔지
찾지 못하겠다는 호소가 광범위하게 퍼져 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앞에
‘니트’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었다.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주
34

된 원인은(76%), “인생에 항상 여러 가지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19)라는 믿
음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모든 것을 접고 험난한 소명의 길을 가는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65%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소명,
70%는 선교 지역으로 떠나 복음을 실천하는 소명을 높이 평가하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높이 평가한 사람의 57%는 다음과 같은 응답도 추가했다. 그런 소명이 굳
이 종교적 선택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그런 소명을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길은 결국 같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응답한 젊은이들 눈에 온전히 종교적 소명을 선택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인생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기회들을 모두 포기하는 일
은 막대한 피해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런 소명은 비단 종교적 실천 이외 다양한
방법과 사회적 대안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20)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자체로 가치 있고 추구할만한 일을 선택하여 그 결과 자신
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 삶에 만족과 의미를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성이
18) Dario Di Vico, “Quelli che per le statistiche non lavorano e non studiano,” Corriere della Sera ,
(2016. 7. 10).
19) Luigi Berzano-Carlo Genova, “Vocazioni tra rinuncia e autorealizzazione”, Rivista di Scienze
dell’Educazione , 45 (2007, 1/2) 50; 참조: Stefano Palmisano, “Dio chiama: Chi risponde? Riflessioni
sulla vocazione religiosa,” in Chiamati a scegliere, Cinisello Balsamo , ed., Franco Garelli, (MI:
San Paolo, 2006), 83-103.
20) Ibi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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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가능한 선택지들은 기회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 “자신에
게 맞는 천직을 찾는 일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는 불편함에 비견된
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을 때, 개인은 많은 선택지에서 자신을 구해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모른다.”21)
20년 전쯤에 유럽 주교들이 작성한 문서는 여러 개의 게임 테이블을 놓고 동시
에 즐기는 인생이라는 게임에 도사리는 위험을 다룬 적이 있다. 이 시의적절한 문
서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자신에게 맞는 성소를 선택하거나 보다 일반적으로 자
기 인생을 설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장애 중 하나임을 정확히 밝혔다.
그 주교들은 성소라는 주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지성의 문제로 보았다. 그 까닭은
지성은 가능한 경험들을 다른 저울대 위에 놓음으로써 경험들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지적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내면을
읽고, 필수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지적 능력이 빈약함을 나타낸다. 유
럽의 주교들이 보기에 이 결함은 실현 가능한 삶의 방식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다. “사실 문화가 지고한 가치의 가능성을 더 이상 정의하지 않거나 인생에 의미를
주는 특정한 가치를 모으는 데 실패한다면, 모든 것은 같은 수준에 놓이고, 모든
가능한 선택지는 추락하고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일차원적이 된다. ⋯ 지적이고 재
능 있는 젊은이가 무언가를 믿고 살려는 열정을 지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분투하
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면
매우 슬프다. ⋯ 성소가 없다면 미래 또한 없다. 미래는 기껏해야 현재의 복사판일
것이다.”22)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 가치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적 결함은 젊은
이가 기준점을 잃게 만들고 청년 문화를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 모
든 것은 위태롭게 흔드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데 이것을 겪는 것이 안정감, 의미,

21) Ibid., 41.
22) Pontificia Opera per le Vocazioni Ecclesiastiche, Nuove vocazioni per una nuova Europa , (Citt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8),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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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에 대한 믿음’(una fede nell’ordine)23)을 경험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불확
실성이 성장 단계에서 영구화되면 그 사람은 연장된 청소년기에 머물게 된다. 그
래서 젊은이들은 인생의 모험에 참여해 보지도 못한 채 꿈을 거부당하고 임시방
편들에 만족하게 된다.

‘성찰’: ‘다중 작업’ 길들이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다중 작업 무용론을 들고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잘 쓰면 다중 작업은 유익하고 잠재력이 풍부하다. 실제로, 대인 관계, 정보 탐색,
활동들과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중 작업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36

다는 사실은 그럴만한 매력이 있음을 반증한다. 다중 작업은 매력이 있지만, 동시
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삶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방법에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진실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다중 작업을 사용할 때 생기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수단을 찾아냄으로써 어딘가 중간 지점을 발견하
게 된다. 이 이점은 평준화도 타협안도 아닌, 고대인들이 덕으로 여겼던 양극단 사
이의 균형에서 발견된다.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해법 중에, 이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로저 실버스톤(Roger
Silverstone)은 새로운 발견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그 반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발견을 ‘길들일’(addomesticare)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냐하면 그것에는 “계획-개발-분배-사용에서 의미를 찾고 통제하기 위한 투쟁이
따르기 때문이다. ⋯ 미디어는 우리를 연결하는 동시에 사이를 벌리며, 참여시키는
동시에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면서 감시와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고, 허용하
지만 방해하고, 오래된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만큼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24)

23) Peter Berger, Il brusio degli angeli , (Bologna: il Mulino, 1969), 92.
24) Roger Silverstone, Perch studiare i media? , (Bologna: il Mulino, 2002), 226; 참조: Giovanni
Cucci, Internet e cultura , (Milano, ncora: La Civilt Cattolic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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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새로운 상황에서 득실(得失)은 발생한다. 이 득실에 대한 엄정한 설명이
또한 다중 작업의 주제에 필수 요소이다. 우리는 지금 자각(自覺)을 얘기하고 있
다. 전통적 용어로는 자각(自覺)이지만, 현대적 용어로는 성찰(省察)이 다중 작업
의 주제와 관련해서 유행하고 있다. 성찰은 다중 작업의 환경이 조성될 때 다음과
같은 고전적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
는 능력이다. 나는 과연 이것을 원하는가? 만약 원치 않는다면(또는, 다른 방식으
로 살고 싶다면), 나는 중독에 가까운 전자동 상태가 되어 버린 내 생각, 감정, 결정
들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깨어있는 자각이란 실제로 자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음의 여
러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자동적이고 의식하지 않는 피상적인 삶 대신에,
깨어있는 삶은 마음을 성찰하여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
식하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변화할 수 있게 된다.”25)
자각하는 능력은 멈추는 능력을 의미하며 연습과 훈련의 결과이지, 결코 자발적
또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자각의 반대 예가 중독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각
은 노력, 실버스톤이 말했던 ‘분투’(lotta)를 요구한다.
디지털 세상에 대해 잘 아는 작가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는 수업
시작 때, 학생들에게 경청하는 훈련을 하라고, 또한, 어떤 기기를 다룰 때 천천히,
침착하게, 의식적으로 그 기기를 켜고 끄겠다는 결심을 하라고 역설했다. “나는 학
생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영역에 최소한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매우 위태로운
처신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학생들에게 수업 중 그들의 노트북 컴퓨터 사용을 의
식하기 시작하라는 요구는 그들에게 보라색 공룡26)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
다.”27)

몸에 대한 관심

성찰 수련은 해로운 몸의 자세를 고쳐 호흡, 자기 인식 등 평소 신경 쓰지 않았
25) Daniel Siegel, Mindfulness e cervello , (Milano, Cortina, 2009), 13.
26) 편집자 주: 그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캐릭터.
27) Howard Rheingold, Perch la rete ci rende intelligenti , (Milano, Cortina, 201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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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초적인 활동을 증강시켜준다. 자동화에 중독되어 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린다 스톤(Linda Stone)은 이메일을 열 때마다 내용과 무관하게 호흡을 멈
춘다. “호흡은 주의력을 조절한다. ⋯ 규칙적인 리듬의 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쉼
과 소화’(riposa e digerisci) 상태의 상징인 소화 효소와 포만감을 내놓는다.”28)
반면,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긴장을 지속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호흡에 대
한 관심은 지금 여기로 자율권을 되찾아 오는 길이다. 호흡 중시가 자동화와 성찰
수련이 근본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호흡은 또한 의도적인 것이다. ⋯ 우리는 자
동성과 의도성, 몸과 정신 사이의 경계에 와 있다.”29)
성찰 수련과 함께 또 하나의 필수적 수련은 멈추고 휴식할 줄 아는 것이다.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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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이라도 멈추어 휴식을 가지면 자동화 기계 같은 나쁜 습관을 예방한다. 휴
식 시간을 표시한 시간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알람을 예약해 둔다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집중력도 더 나아질 수 있다.
휴식 시간에 밖에서 산책한다면 창의력도 더 높아지고 생산성도 더 오른다. “중
간마다 갖는 적당한 휴식이 더 긴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관심의 부족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생각은 잘못이다.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제력을 유지하는 일은 의외로 쉽다.”30)
특히 한창기에 있는 젊은이에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다. 건강한 휴식은 피곤을 풀어주고 마음에 여러 잡
념을 해소해 주며 새 정신과 자유를 얻게 해 준다. 성찰 수련은 정신적 문제의 원
인이 되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가장 만연한 오해는 유익한 휴식, 여
가 활동이 시간 낭비라는 그릇된 믿음이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은 휴식이 창의성
을 촉진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일에 똑똑히 집중하게 하고 더욱 진지하게 임하
게 한다. 온종일 인터넷 세상을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옮

28) Linda Stone, “Just breathe: Building the case for Email Apnea”, Huffington Post , (2008. 2. 8).
29) Siegel, Mindfulness e cervello , 169; 참조: David Rock, Your Brain at Work: Strategies for
Overcoming Distraction, Regaining Focus, and Working Smarter All Day Long , (New York:
Harper Business, 2009).
30) Atsunori Ariga-Alejandro Lleras, “Brief and rare mental ‘breaks’ keep you focused: deactivation
and reactivation of task goals preempt vigilance decrements”, Cognition , 118 (201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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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다니면 쉬지 못하고 계속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는 거나 다름없다. 이 지경은 잘
못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각 상태이다. 이런 휴식 시간은 쉼이 없고 단지 정신을
더 괴롭힐 뿐이다.

영적 생활의 영원한 타당성

성찰하는 태도는 익숙한 영적 전통의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 현존하기’
(essere presenti al presente)로 이해되는 자각이다. 자각 능력은 다름 아니라, 바
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좋은 지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는 곧 심리적으로 복음
의 덕목인 ‘깨어 있음’(la vigilanza)과 유사하다. 깨어 있음은 생각, 시선과 말의 ‘지
킴이’(la custodia)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한다.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 나는 이 글에 적합한 내용을 간
단히 언급하려 한다. 『영신수련』 [258]항에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진
실과 하느님의 신비에 접촉하는 길로 호흡과 심장 박동에 관심을 두는 기도 방법
(‘세 번째 기도 방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호흡을 이용한 명상법은 신경 과학에서
도 연구되었다. 이 명상법을 하는 동안 뇌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 주변 환경과 뇌
활동에 연관된 알파파를 발사한다.31)
이 주제에 대한 학제 간 협업 연구는 또 하나의 속설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기도
는 시간 낭비라든가, 또는 문제 회피라는 생각은 틀렸다. 우리가 깨어 있음이라고
이해한, 자각과 영성은 오히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멈추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길 배우는 사람, 절대자 앞에 고요하게 머무는 사람은 지적, 인간 관계적, 전
문적 관점에서도 존재의 깊은 차원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만난다.32)
‘여기에 현존하기’ 개념은 고대 양심 성찰 수행과 닮은 점이 많다. 고대 양심 성
찰 수행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본다. 하루를 마무
리하면서 행하는 이 양심 성찰은 나쁜 습관을 없애고, 바람직한 인격적 변화를 이

31) 참조: Gary Wolf, “What it is, is up to us”, Reed Magazine , (2002,2), 10-13; Les Fehmi-Jim Robbins,
The Open-Focus Brain: Harnessing the Power of Attention to Heal Mind and Body , (New York:
Trumpeter, 2007).
32) 참조: O. Pergams - P. Zaradic, “Evidence for a fundamental and pervasive shift away from
nature-based recreation”,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105 (2008), 229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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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33) 또한, 인생에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 있
어서 언제가 가장 적기인지 식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생애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도들이 다양한
다른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 놀랍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 1,16-20
(열왕기 상권 19,19-21을 연상시킨다.)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가서, 보고, 말을
건네고, 듣고, 오고 등 인간 삶의 모든 기초적 활동 중에 부르심이 일어난다. ⋯ 부
르심은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고 단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함께 일어난
다.”34)
만약 누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을 갖췄다면, 그가 다중 작업에 종사
40

한다는 사실은 하느님께 장애물이 아니다. 마태오 복음 13,44-46의 비유에서 말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한
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기본 조건이다.
이 중요한 점을 깨닫도록 돕기 위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 [2]항에 이
런 가르침을 적었다.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맛 들이는 데에 있다.” 다중 작업의 부작
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새로이 열어주는 기회들을 최대한 선용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음, 침묵, 의욕의 가치관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35) 이런 덕목들은 우
리가 자신을 알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드높이며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만드는 데 필수 조건들이다.

33) 참조: Giovanni Cucci, “Conoscenza di s e conoscenza di Dio”, La Civilt Cattolica , 3861 (7
maggio 2011), 282-288.
34) Joachim Gnilka, Marco , (Assisi: Cittadella, 1987), 85f.
35) 참조: Giovanni Cucci, “Il desiderio, motore della vita”, La Civilt Cattolica , 3834 (20 marzo 2010),
56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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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희 이냐시오 옮김 (구약성서학 박사)

현자 코헬렛은 이렇게 말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
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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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던 것이다.”(코헬 1,9-10) 그러나 먼 옛날 일은 누구나 다 잊어버리기 마련
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특이하고 예외적이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또다시 놓이게 된다. 그리고 비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
드는 원천이 된다. 그렇게 놀랍고 불편한 사건들 중에서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 그
리고 동유럽에서 밀려드는 이주민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막을 수 없는
물결처럼 우리가 소유한 희망의 땅 해안에 밀려든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무리 지어 대형 마차를 타고 이주하는 일, 또는 심
지어 민족 전체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도피의 오아시스로 여겨 그곳에
정착하려고 이주하는 일이 늘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을 겪지 않은
지역이나 나라가 거의 없다. 특히 유럽은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침략과 재정착, 그리
고 융합의 결과물이다. 한편 유럽도 다른 대륙, 주로 남북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
레일리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와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상당수의 이주민들을 보내
기도 했다. 떠난 이들은 자신의 이주가 모든 이가 누리는 살아서 행복할 권리를 존
중하는 길이라 확신했고, 때로는 노동하고 자기 문화를 나눔으로써 인류 문명 진
보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고대 역사의 지혜도 현재를 제대
로 해석하고 합당하게 판단하는 데 기여했음을 의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잊으면 현재의 윤리적 지성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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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이 있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야곱의 가족 일흔 명(신명 10,22)은 지속되는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 땅으로 피신했다. 이곳에서 이들은 번성했고, 자기들을 받아들인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창세 46,31-34; 47,1-10) 하지만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탈출 1,8) 시간이 흐르자 새 임금은 이 이주
민들이 고유의 지혜로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러한 과거의 망각은 부정적인 감정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진다.
과연 이집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다. 한때 손
님(hospes )이라는 신성한 지위를 지니고 존중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적(hostis )의
얼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외국인이 증가하면 위험하
다는 생각과 언젠가 그들에게 압도되리라는 두려움이다.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은
우리를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는 걸 현명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늘 생각한다. 마찬
가지로 파라오는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
혜롭게 다루어야’(탈출 1,10)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새로운 조치가 점점 이민자들을 종
속시키고 가혹하게 대하여 능멸하는 상황을 가져오는 법규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
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이런 움직임은 유아 살해에서 절정에 이르
렀다.(탈출 1,11-22) 나일강은 유다 신생아들의 집단 무덤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지중해가 아이들을 포함한 난민 수천 명의 ‘거대한 묘지’(diventato un immenso
cimitero)1)가 되어버린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2)
성경은 ‘비망록’(aide-m moire) 역할을 한다. 성경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부
당한 공포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인간적이고 터무니없는 보
호 조치 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억하게 된다. 이 기억을 되살리는 데 하느님
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를 유대 백성과 영적으로 동일시하도록 요구

1) 참조: Giovanni Sale, “I profughi in Europa e la ‘Via Crucis’ dell’accoglienza”, Civilt Cattolica ,
3981(2016), 251.
2) 참조: “La tragedia dei bambini migranti”, Civilt Cattolica , 3982(2016),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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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이 없는 이들과 한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을
읽는 이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초대받는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
다.(신명 26,5)
성경은 이주민들의 영적 상태를 기억하고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도록 초대한다.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신비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고, 그것에서부터 현명한 정의
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이야기의 안내를 받
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주민이라는 우리의 기원
44

이스라엘은 ‘독특한’(diverso)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허영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와 미약함을 잘 알고 있다.(신
명 7,7; 9,6) 그들은 단순히 존재할 권리만 주장하길 원하지 않는다. 모든 소수자를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들로 존중하라는 이상적 윤리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하느님이 드러내신 진
리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또한 자기와 다른 이들과 이방인들, 또는 나와 생
김새가 다르고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전통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을
환영할 때 생기는 실질적 이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각 민족이 자기 영토에만 머무는 창세기 10장의 정적인 관점뿐 아니라,
역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관점도 제시한다. 이것이 보편적 조화를 위한 진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참혹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획일화를 실현하려
했던 바벨(창세 11장)의 제국주의적 이미지를 확실히 반대한다. 대신 국경을 넘어
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의 다양한 경험이 보편적 축복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신다.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이주를 시작한 건
그의 아버지 테라(창세 11,31)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이주 절차가 ‘부르심’
(vocazione)이 된 건 우리 신앙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이 선을 위한 선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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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을 때이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가축과 금이 많은 부자였
다.(창세 13,2) 원래 살던 곳에서 학대나 위협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분쟁
지역에서 도망쳐온 난민이 아니다. 그는 우상숭배에서 탈출하려고 고향을 떠나지
도 않았다. 그가 가려고 하는 땅은 자신이 섬기는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창세 12,6)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주민으로 제시된다. 모든 이주민은
각자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비참한 상
태가 아니라 선택과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모든 이가 그와 같은 이를 받아들이도
록 권고 받는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
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
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
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 12,2-3) 성경은 세상의 운명이 아브라함
이라는 이 이주민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친다. 그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신 이주민
신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로 했고, 하느님은 바로 그런 이와
계약을 맺으셨다.(창세 15,7-20; 17,1-8) 사실 그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
났고, 그를 통해 주님이 수많은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조들은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 나서고, 가축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계
절의 리듬을 따라야 하는 목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이주
민으로서 낯선 땅(가나안, 시리아, 이집트)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일 뿐이다. 그리
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던
그들의 후손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기원이다.(탈출 12,40) 사실 레위기는 하느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조차 하느님께서 그들을 ‘손님’(ospite)으로 여겼
음을 밝힌다. 그들이 사는 땅은 하느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은 사실 ‘이방인이고 거류민’(immigrati e locatari)으로서 그분과 함께 있었다.(레위
25,23)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도 전통을 따른 기도문을 되풀이하며 이렇
게 말했다.(시편 39,13; 119,19)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
고 거류민입니다.”(1역대 29,15)

45

피에트로 보바티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을 받은 이는 누구나, 그리고 이러한 신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는 누구나(로마 11,17)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겸손한 마
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주민이 된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문을 두드리고 이미 다
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신이 살 곳을 요청한다. 기대감 없이 청한 뒤에는
이미 살고 있는 이들이 인간적 연민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공간을 허락하고 그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또는 그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주길 기다린다. 하
느님은 이런 이를 일으키신다. 성읍 경계 안에 살거나, 때로는 심지어 자기를 고
용한 이의 집 안에 사는 이주민은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특사이
다.(마태 10,5-15; 루카 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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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고대는 이 모든 게 쉬웠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환대는 당시에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는 보편적 관습이자, 모든 사람이 같은 필요를 경험하는 때
에 생겨나는 즉각적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환
경이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었다는 이러한 주장을 부정한다. 이스라엘의 기원 이야
기는 성조들이 거듭 괴롭힘 당했음을 들려준다. 지역의 임금이 그들의 아내를 차
지했고(창세 12,11-20; 26,1-14) 원래 거주자들이 우물을 차지하고는 그것을 판 이주
민들을 쫓아냈으며(창세 21,25; 26,15-25), 소돔과 같은 도시에 들어간 이들은 폭력
으로 굴복시키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욕을 견뎌내야 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손님을 환대하는 대신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가나안
도시들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
다.(신명 23,4-7)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다른 지파에서 온 형제들에게 그렇
게 했다.(판관 19,11-30) 이집트의 히브리 이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경험했다.(지혜
19,13-16)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테르기와 토빗기가 전하듯이) 유배 시기 디아
스포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다. 한때 ‘거룩한 역사’
(storia sacra)라 불렸던 이 역사는 수많은 이주민의 비극을 기억하고, 환영받지 못
한 이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목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환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에 따라 심판받
을 것이다. 환대하는 능력은 당연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각자가 지닌 윤
리적 양심의 표현이며 자유롭고 용기 있는 결정의 결과물이다. 성경은 외국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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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라는 우리의 신원을 일깨워 우리가 모두 평등함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
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이주민들
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 마태 22,39)는 규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땅에 살고자 하는 이방인을 사
랑하라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무시하는 듯하다. “주 너희 하느
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
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신명 10,17-19)
이스라엘의 신앙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건 하느님의 감정을 모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비슷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시편 146,9) 이것은 레위기 19
장에 ‘동포’(레위 19,18)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구절 얼마 뒤에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
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레위 19,3334) 본토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조된다. 하지만 그런 구분
은 인심 좋게 환영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슷하게 만드는 높은 단
계의 사랑을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이주민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보
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이방인의 모습을 취했다. 아브라함은 당신을 받아들임으
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을 대표하는 이주민이다. 그러니 그를 거부
한다면 그 결과는 황폐와 죽음이다. 신약성경도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마태
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환영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는 이방인과 당신을 동일
시하신다.(마태 25,35.43) 그리고 환영하는 이에게는 축복이(마태 25,34) 거부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저주(마태 25,41)가 내릴 거라고 하신다.
다른 한편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고 땅 없는 이가 되기로 동의했기에, 자신을 지
나치는 길손을 환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소돔이 피할 곳을 찾는 이들을 모
욕했지만(창세 19,1-11), 아브라함의 천막은 외국인 몇 사람을 선물처럼 받아들이
도록 개방된다.(창세 18,1-8) 이렇게 신비로운 등장인물들은 천사, 곧 인간을 방문
하는 하느님의 사자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들은 그들을 환영한 가정에 출산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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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가져다주고(창세 18,9-14) 그들을 환영하지 않은 도시에는 재앙을 가져다준
다.(창세 19,15-29)
성경은 마음이 연민의 신호를 보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기원과 고
통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통과 열망이 섞여 있는 눈을
지닌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이방인에게 형제가
된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
니, 이방인의 심정[마음]을 알지 않느냐?”(탈출 23,9) 각 세대가 자신에게 맞게 영
적으로 받아들인 이 근원적 체험에 근거해서,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땅에
잠시라도 살러 온 외국인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규정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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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사랑 어린 지혜는 이주 체험을 하게 했고, 그런 뒤에 외국인에게 도움
이 되는 유용한 조치들을 율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성경의 법은 고대의 사회-경
제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조차 그것은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그
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초대한다. 사실 즉흥적으로 연민을 나타내는 것은 충
분하지 않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규정에 복종하고 이스라엘의
법전이 제공하는 이상을 창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이루도록 부름
을 받았다.(마태 5,17-19)

이주민 배려 규정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이주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주민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히브리 거주민 수는 적고,
히브리 성읍과 마을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착하러 오는 외국인 수는 많
았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났다. 물론 이에 관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 율법에 이주민 배려 규정이 많고 또 그것이 다양한 걸 보면
서 이 문제가 중요했음을 짐작할 뿐이다.
각 법규3)는 이방인을 최대한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규범이 제시
3) 구약성경에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서로 다른 시기에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법전이
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은 계약의 책(탈출 20-23)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이 신명기 법전(신명 1226), 그리고 가장 뒤 유배 후에 꼴을 갖춘 법전이 성결법(레위 17-26)이다. 이들 법전은 규칙의 문
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법 조항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해 놓았다. 이 모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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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대의 정신을 진심으로 소화하도록 초대한다. 법규에 담긴 사랑의 정신은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자 당신 뜻에 따라 관대
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이
유일한 보증인이시다.
우리는 외국인에 관한 수많은 규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분류
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고대의 입법자가 무엇을 증진
하길 바랐는지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나눔

구약성경 법규에서 이주민은 (부양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상징인) 과부와 고
아와 함께 경제적 약자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보
조를 받는 사제 지파인) 레위인과 연관된다.(신명 16,11.14; 24,11-14; 26,12 등) 율법은
이방인을 약자들의 목록에 넣는다. 이 목록에는 유다 구성원도 들어 있으며, 그렇
게 함으로써 모든 가난한 이를 똑같은 개별 권리를 지닌 이들로 보고 동등하게 대
우한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약자로서 한 가족 같다. 기원이나 풍습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형제로 여겨진다.
이스라엘 율법이 자선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선은 고대 세계에서 전통적이고 관습적이었으며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의 삶
에서 빠지지 않았다.(시편 112,9; 집회 3,30; 29,12; 토빗 12,9; 마태 6,1-4; 로마 15,26; 1
코린 16,1-5; 1베드 4,8) 매우 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즉시 돕는 게 당연하다.(잠언
3,28) 하지만 모세오경은 조금 더 상시적이고 그들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형식
으로 가난한 이에게 연민을 갖길 요구한다.
성경은 무엇보다 대출을 통해 궁핍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초대한다. 이것
은 무상 원조보다 덜 완전해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대출은 이득 없는 행위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자기 재화를
끊임없는 입법 작업으로 규정을 바꾸고 다듬어야 했고, 가난한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의 주요 의무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 준다.

49

피에트로 보바티

잃어버릴 수 있다. 이자 받는 일을 고리대금과 동일시하며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
기 때문이다.(탈출 22,24; 레위 25,35-38; 신명 23,20-21; 에제 18,8.13.17; 22,12; 잠언
28,8) 더구나 대출은 이웃의 능력에 신뢰를 보임으로써 이웃이 돈을 갚고픈 마음
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대우받아, 현명하
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여 정직하게 돈을 벌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자신이 받은 선물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통해
은총의 사이클은 한 바퀴를 다 돈다. 대출을 받은 가난한 이조차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언젠가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바로 그러한 상환을 통해 자신이 이
익을 보았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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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율법은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의 보증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게 합법
적이지만, 채권자는 여전히 약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
를 들어 채권자는 가난한 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밖
에서 기다려야 한다.(신명 24,10-11)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또한 담보로 맡긴
외투는 해질녘에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가난한 이에겐 이불이기 때문이다.(탈출
22,25-26; 신명 24,12-13) 채권자는 집에서 쓰는 맷돌을 압류해서도 안 된다. ‘그것
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신명 24,6)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대한 대출(신명 15,10-11)은 관대한 채무 탕감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자기 아들이나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거듭 일어났기에 입법
자는 정기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라는 규정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7년마다 채권자
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신명 15,1-3) 빈곤이 뿌리 뽑히고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이에게 이르게 해야 한다.(신명 15,4-6)
율법의 다른 규정들은 재원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 특히 이주민에게 쓰도록 요
구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밭에서 나는 열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의 형
태로, 자기 노동과 하느님 축복의 결과물로서 ‘모아들인’(raccoglie) 모든 것의 상
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율법은 땅 소유자가 그 모든 것을 독점하지 말고, 밭의 일
부는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남겨두어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한다.

“내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추수할 때 모든 걸 거둬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밭에 남겨진 곡식을 주
우려고 되돌아가지 말라고도 한다. 올리브를 수확할 때나 포도밭에서나 마찬가지
다.(신명 24,19-22; 레위 19,9-10; 23,22) 이런 규정은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규정은 너무
사소해 가난한 이들을 모욕한다고 볼 수 있다.(마치 그들이 부유한 이들의 식탁에
서 남긴 음식을 받아먹어야 하는 짐승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해석
한다면 하느님께서 땅 주인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신중하게 가난한 이와 나눠야
함을 의미한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신명기는 추수 때 나눠야 한다는 규정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예를 들어 주인이 땅의 열매이자 자기 노동의 열매를 자
기 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물과 함께 저장한다고 상상하자. 이때 가난한 이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입법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맏물의 봉헌 규정은 땅에서 거둔 모든 것의 맏물을 바구니에 넣고 사제에게 가
져가, 그것을 레위인과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고 한다.(신명 26,1-11)
맏물의 가치를 이해할 때에만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용감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약속의 상속자는 자기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산물을, 일단 거두고 나누어 주면
유일하게 남는 그것을 외국인에게 주라고 요구받는 것이다. 사실 어떤 재앙이 닥
쳐 작물의 나머지를 모두 망쳐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주민은 밭에서
남아 있는 것으로 대충 때울 필요가 없다. 그는 주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준
맛난 음식들과 똑같은 것을 ‘대접받기’(servito)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수입에서 정해진 만큼 바치는 십일조 규정이 있다. 십일조 전체에
서 상당한 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년마다 바치는 특별한
세금도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과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신명 14,2829; 26,12-13; 토빗 1,8도 보라.)
우리는 재화를 거두어 부를 재분배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
었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그것이 얼마나 강제적이었는지, 관련 당국이 이와 관련
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가난한 이
를 위해 따로 챙겨놓은 것들을 ‘거룩한 것’(신명 26,13)으로 여겼고, 이러한 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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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으면 크나큰 죄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입이 없는 이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면에서, 오늘날 사회복
지법은 성경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회 운동가들의 자유롭
고 용기 있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이들은 신뢰 어린 관대함으로 가
난한 이들과 자신의 영적 유산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규정의 원천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규정을 만들게 된 동기와 규정이 적
용되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쉽게 알 수 있다. 규정은 하느님 신앙과 그분 섭리를 전
제로 한다. 성경의 입법자는 신앙의 세계와 나누려는 마음 사이를 분명하게 연결
시키는데, 성소에서 그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전례 행사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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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훌륭한 기회로 만듦으로써 그렇게 한다.
우리는 성소가 고대의 신앙인들이 모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청원하
는 장소였음을 안다. 봉헌물과 희생 제물은 기도의 구체적 표현이자, 예배에서 필
요한 역할을 하는 사제들과 성소를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기초 식
량이었다.(신명 12,12) 성전은 삶을 기념하는 중심이었고,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사실 주요 농경 축제에서 거룩한 공간은 빵과 고기, 포도주와 독주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공동체가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이 주
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했고, 그곳에는 분명 이주민들이 함께 있었다.(신명
16,11-14) 자기 가족과 함께 봉헌을 하는 이는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이자 이방인들
의 형제가 되었다.

법적 보호

이방인을 배려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경제 대책도 성경의 법전에 이주민의 살 권
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을 인정하는 다른 중요한 규범들과 함께 설명
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이주민은 시민으로 대우받는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레위 24,22) 특히 두 가지 영역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하나는 a) 일터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b) 법정에서 이방인에게 주어
지는 권리이다.

a) 우리는 이주민들에게는 소유지가 없어 고정 수입도 없기에 빈곤 계층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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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바 있다. 다른 한편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외국인들에게 주어지지 않
았다. 이스라엘의 법은 이주민들이 하는 노동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다. 아마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룰 구체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도 품삯을 보장하고 때에 맞춰 품삯을 주도록 요구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
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
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
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신명
24,14-15)
이주민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과 합당한 품삯이 없을 때 그들은 엄청난 위기
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구절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곧, 내국인과 이방인은 법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동
등하다.
모세 율법은 피고용인의 휴식도 보호한다. 안식일 규정은 이주민에게도 해당
되며 십계명에 소중히 간직된다.(탈출 20,10; 신명 5,14; 탈출 23,12도 보라.)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affinch si riposino come te ) 한다는 공식에서 우리는 만물
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노예들의 해방자이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때,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본토인과 외국인을 모두 동등하게 보는 정신을 발
견하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존중은 이런 부분에만 제한될 수 없다.
법의 정신은 가능한 곳에 평등과 박애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방인 억압이라는 중
죄를 피하는 일이다.

b) 관습을 통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법 기관을 통해 승인받지 않는다면 권리
는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정한 품삯을 받고 주간 휴식을 누릴 권리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기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할 권리,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스라엘 법에 기본으로 전제되고 법규들에 여러 차례
언급된다.
여기에서도 신명기가 이주민의 권리를 가장 분명하게 강조한다. 사법 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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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야기하던 모세는 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철저하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너희 동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듣고 의롭게 재판하여라. 동족
뿐 아니라 동족과 이방인 사이도 그렇게 하여라.”(신명 1,16)
재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는다. 왜
냐하면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판관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들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신명 1,17) 신명기
는 ‘이방인[의] 권리를 왜곡’하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점에 관해 심지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하게 한다.(신명 27,19)

문화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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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사람(내국인)의 지위와 이주민(이방인)의 지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
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러한 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을 지닌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평등과 박애를 증진시킬 보완 원칙들을 도입한다.
지위의 차이는 율법이 이주민을 자기들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소외된 이들’
(marginale)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로 여긴다는 사실
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함의는, 환대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이방인
을 받아들여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고 그들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
길 때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도 언어를 배우고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이 가을 축제에 참여하고 주간 노동 주기를
따름으로써 노동 리듬과 휴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입장을 받아들였
음을 살펴보았다.
분명 이주민들, 특히 관대하게 받아들여진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인 나라
의 법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기를 받아들인 이들을 더 잘 이
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열망했던 윤리적 이상이 그들 안에 있음을 발
견하고, 신뢰해도 좋을 하느님을 ‘알게’(conoscere) 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시
대에 개종을 위한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개종자를 찾지 않아
도 유다인들과 함께 사는 이들 가운데 더 큰 연대감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

“내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

부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랜 세월 ‘이주민’(immigrato)
을 가리키는 데에만 쓰였던 ‘게르’(g r)라는 말이 후대의 문서에서는 ‘개종자’
(proselito)로 이해되었다. ‘개종자’(proselito)는 율법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이
스라엘 백성의 삶에 완전히 녹아든 이들이다.
할례를 받은 이주민들을 파스카 축제에 참여시키게 한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탈출 12,47-49; 민수 9,14)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민족 고립주의에 빠
져들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했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주민이
자유와 존엄의 법을 만드신 하느님이 이루신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에 참여
하고 싶어 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주민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
도 놀랍지 않다. 그것은 이주민이었던 아브라함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표징이었
기 때문이다.(창세 17)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계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축복의 표징을 이방인과 나누기로 했다는 점이 놀랍다.
파스카의 공동 기념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공동의 계약, 지속되는 생명의 친교이다. 점진적 종교 통합은 신명기
가운데 나중에 쓰인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외국인을 새 계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나이 계약을 넘어선다.(신명 28,69) “너희는 오늘 모
두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너희의 어린것들과 아내들, 그리고 장작을 패 주고 물을 길
어 주는 이에 이르기까지 너희 진영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나와 섰다 . 이는 주 너
희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와 맺으시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과 맹세에 너희가 참
여하려는 것이다.”(신명 29,9-11; 31,12)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 율법에 담긴 지혜와
그에 따르는 축복을 얻고자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온 이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결론을 내리자면,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은 모든 이가 선한 길에 들어설 수 있도
록 제공된다. 가족 내에 조화를 이루고 각 개인을 합당하게 존경하게 하려고 아버
지가 자식에게 율법을 전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유다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자기 율
법을 친교의 수단으로 전달한다. 거꾸로 이런 식으로 환영받고 대접받은 이들이
환영의 이익을 다른 이들에게 중개하는 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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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의 역설
I PARADOSSI DELLA VULNERABILIT

✽

디에고 파레스 S.J.✽✽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옮김 (광주대교구, 임동 주교좌성당 주임신부)

2017년 11월 19일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교종 프란
치스코는 “현대 세계에서 가난을 명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가난은
‘우리에게 날마다 수만 가지 방식으로, 곧 고통의 ⋯ 모습으로 도전’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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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취약성과 가난, 인간 개발에 관한 지수들을 근거로 한 평가들—지수 조사
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유엔 개발 계획(il Programma delle Nazioni Unite per lo
sviluppo)2)도 인정하듯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의 추상성을 보완하면서, 교종
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초대한다. 숫자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직접 섞여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
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통합적인 인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진
요구와 포부를 듣고 이에 참여하며,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 가난
한 이들이 주인공이며 수혜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3)
가난을 정의하기 위해 유행처럼 쓰이는 표현 중 하나가 ‘취약성’(vulnerabilit )이
다. 이 용어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점인 동시에 위험 요소
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공동의 지평 위에서 대화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같은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주제가 지닌 복잡함 속에 담긴 다양한 관점을 한데 모아 풍

✽

La Civilt Cattolica , 4032 (16 giugno/7 luglio 2018), 533-545.

✽✽

Diego Fares S.J.

1) 교종 프란치스코,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2017년 11월 19일.
2) 참조: 유엔 개발 계획, 「2015년 인간 개발 보고서」(Rapporto sullo sviluppo umano 2015), www.
unric.org/it/attualita/30954-ecco-il-rapporto-sullo-sviluppo-umano-2015-il-lavoro-per-losviluppo-umano
3)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l’ incontro promosso dalla Fondazione Centesimus Annus
- Pro Pontifice , 20 maggio 2017. 인용 가운데 이탤릭체는 저자의 표시.

취약성의 역설

부하게 만들 수 있다. 위험 요소는 인간적 취약성의 영역을 마땅한 식별 없이 기술
과 관련된 취약성이나 물리적 취약성의 특징들로 덮어 버리는 데 있다. 그러면 ‘취
약성’(vulnerabilit )은 추상적 개념에 머물며, 취약한 이들이 감내하는 ‘각각의 소
외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filo invisibile che lega ciascuna delle esclusioni)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모호하게 만든다.4)
이 글에서는 우선 ‘취약성’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다양한 학문에서의 활용을 살
펴보고,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이 용어가 불러
일으킨 역설들을 고려한 뒤, 마지막으로 취약성 예방, 이미 상처 입은 이들의 치유,
가장 취약한 이들의 돌봄을 행할 때 우리의 사회적 품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인
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성찰을 제안하겠다.

상처와 타격으로서의 취약성

어원학적 관점에서 ‘취약성’(vulnerabilit )이라는 단어는 상처, 베기, 절단, 타격,
손상 등의 뜻을 지닌 라틴어 vulnus에서 온다. 라틴어 사용자들은 피동의 의미를
능동태와 결합하곤 했다. Una manus vobis vulnus opemque feret. 5)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손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다.” 이는 시인 오비디우스(Ovidius)가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의 고등법원에서 Vulnus opem feret. “상처는 그를 상처
입힌 존재(행위와 행위자)를 향한다.”(la ferita rinvia a chi l’ha inferta)표현으로 바
뀌었다. 법의학에서는 검시할 때 “시신이 말한다.”(il corpo parla)고 한다.
상처가 신체에 드러나지 않을 때, 상처를 수량화하기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특
정 개인에 기인하지 않는 요인으로 상처받게 될 때,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che
cosa l’ha causata) 그리고 이 타격이 삶의 다른 영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신체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허약한 방어 능력이나 가정을 취약
하게 만드는 저임금을 측정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전쟁, 미흡한 사회보
4) 교종 프란치스코는 이 끈을 ‘세계화된 체계가 갖는 파괴적인 현실들’이라고 정의했다. Francesco,
Discorso al II Incontro Mondiale dei Movimenti Popolari , Santa Cruz de la Sierra, Bolivia, 9 luglio
2015.
5) Ovidio, Remedia amoris , 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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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 한 가장이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이민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미약한
희망 등이 일으키는 극도의 취약성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행위가 지닌
심각성만 봐도 이 사회가 실재적이고 심각한 상처를 겪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원인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
으면 부지불식중에 가시적이고 수량화되는 상처에만 집중하게 되고, 더 심한 경우
그런 상처가 생길 가능성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취약성의 사회적 차원과
실질적 원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와 존엄성이 입은 구체
적인 상처를 보고하는 일과 그 사람 또는 사회 집단의 취약성 정도를 분석하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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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일은 같지 않다.6)
이 용어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결국 새로운 정체성, 즉 취약한 이들이라는
신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는 상처를 준 존재를 책임에서 면하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7)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되는 취약성

‘취약성’(vulnerabilit )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널
리 사용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8) 1970년대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사회적 취약성’(fragilit sociali)9)에 대해 성찰하면서 1990년대에 유행
했던 ‘소외’(esclusione) 개념을 대체했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
사회, 종교 문제뿐 아니라 물질 문제까지 다루는 일종의 ‘지표’(cifra)처럼 사용된
다.10)

6) 참조: A. Madrid P rez, “Palabras que piensan: ¿soy ‘vulnerable’ o me ‘vulneran’?”,www.
mientrastanto.org/boletin-129/notas/palabras-que-piensan-soy-vulnerable-o-me-vulneran.
7) “모든 힘의 관계들과는 다르게, 근대의 조종은 ‘자유의지’로서의 인간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 H.
U. von Balthasar, Teodrammatica , vol. IV, (Milano: Jaca Book, 1986), 147.
8) 참조: A. Brodiez-Dolino, 「Le concept de vuln abilit 」, www.laviedesidees.fr/Le-concept-devulnerabilite.html. 이 용어에 대한 언급이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했다.
9) 참조: A. Brodiez-Dolino, ed., Vuln rabilit s sanitaires et sociales. De l’ histoire
(Rennes, Pur, 2014).

la sociologie ,

10) 참조: R. Maiolini, “Tra ferita e cura. Per una riflessione sulla vulnerabilit dell’esistenza umana
alla luce del pensiero occidentale”, Credere oggi , 37 (20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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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이 용어가 지닌 유연성을 살필 수 있다. 취약성은 보편적
이며 개별적이다. 즉 모든 피조물이 취약하지만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취약하
다. 취약성은 또한 관계적이며 맥락 안에 자리한다. 즉 역사적 맥락에서 따로 떼어
낼 수 없다. 또한, 취약성의 원인과 그 맥락 모두에 관여하는 가역성을 갖는다.11)
이제 자연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서 활용한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토목 공
학에서 ‘지진 취약성’(vulnerabilit sismica)은 땅에서 특정 강도를 지닌 파동이 일
어났을 때, 구조물이 입게 되는 특정 정도의 손상을 뜻한다.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비례가 명확하며, 이 결과는 어떤 점에서는 피할 수는 없고 물리적 차원에
서 예측 가능하다.
기술 분야에서 ‘보안 취약성’(vulnerabilit informatica)이란 시스템을 손상시키
기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약성이다. 이 분야에서 취약성은 해커 즉 타격
을 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들과 연관을 지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이런 영역에서 취약성
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자연 영역에서보다 더 근원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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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의 차원에서 취약성은 그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물리적
회복력12)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느 선까지는 취약성의 요소였던 것이 어느
수준부터는 긍정적인 힘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도 취약성
의 특성이 드러난다.
취약성의 역설적인 특성은 자율성과의 대조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13) 권리와

11) 참조: M.-H. Soulet, “Vuln abilit et enfance en danger. Quel rapport? Quels apports?”, in
Vuln abilit identification des risques et protection de l’enfance , ed., L. Lardeux (Paris: ONED,
2014), 128-139.
12) 회복력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해석되었는데 지금은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과정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13) 이하 내용은 참조: P. Ricoeur, “Autonom a y vulnerabilidad”, (Paris: Esprit, 1995), 85-105, 이 글은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s://documents.tips/documents/paul-ricoeur-autonomia-y-vulnerabilidad.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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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관한 우리의 확신과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자율성에 기반을 두는데, 자율성
은 하나의 과제이다. 우리는 자율성에 도달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취약성과 내적 유한성은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확
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마치 과제이며 구성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역
할을 한다.
동일한 사상계 안에서 취약성과 자율성이 서로 반대되면서 또한 서로 보완하는
역설은 주목할 만하다.14)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
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율성은 인간을 부서지기 쉽고 취약한 존재가 되게 하고, 동
시에 인간의 취약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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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약성의 역설적 성격이 취약성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인격적이고 사
회적이며 초월성을 향해 열린 우리 존재의 신비를 향한 입구가 된다.

타인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자율적 존재

개인적-가족적 차원에서 보면, 한편으로 신생아보다 더 취약한 이는 아무도 없
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가족의 사랑과 보호와 격려를 받는 환
경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신생아보다 더 강하고, 발전할 능력을 갖춘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신생아를 이야기할 때, 무언가 혹은 누군
가가 신생아를 구체적이고 급박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생아와 ‘취약’
(vulnerabile)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타인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취약성 이전에 ‘포용력’
(abbracciabilit )과 연관된다.15) 그러므로 취약성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신생아
를 보호하고 쓰다듬도록 이끄는 엄마의 사랑(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은 자연스
럽게 의무감과 자유를 한데 모으며, 우리를 관계적 존재의 신비로 들어가게 한다.

14) Ibid., “자유와 결정론 사이의 모순 안에서, 한 명제는 윤리적 세계(자유)에서 나오고, 반대 명제는
물리적 세계(결정론)에서 나온다. 철학은 이들을 구별하고, 각 주장을 자신의 질서 안에 한정해야
할 뿐이다.
15) vulnus의 어근인 vel은 신생아의 피부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고 보호막이 없는 피부와 같다. ‘상
처받기를 원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기를 원한다.’ 참조: S. V zquez, “Inclinaciones pol ticas:
vulnerables e inermes”, laU http://la-u.org/inclinaciones-politicas-vulnerablese-e-inermes/, 5
lugli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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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에 와서 다른 이들 덕분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
다. 우리는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
든다.

인위적 취약성이 자연적 취약성보다 더 크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류는 가장 취약한 종(種)16)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취약한 종’(tanto vulnerabile)은 아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인이 종(種)과 세계
와 맺는 근본적 관계가 개방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개별 환경에 적
응할 수 있게 특화되지 않았고, 인간끼리 맺는 본능적이며 결정적인 유대감도 없
기에,17) 개개인으로서는 더 취약해지는 동시에 (이성적이고, 자유로우며, 정치적이
고 초월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갖춘다.
종(種)으로서, 우리는 단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증식(增殖)했으며 자연재해로
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단을 수없이 많이 고안해냈다. 여기서 역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물들 안에서 더 취약해졌다는 사실이다.18)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가 상처를 남긴다

사회적 취약성 을 성찰할 때, 고려해야 할 커다란 역설은—자유, 개인 의견의 가
치, 사회적 공인 등과 같이—양적 관점에서 보면 덜 측정되는 면들이, 질적 관점에
서 존중받지 못했을 때, 한 개인이나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취약함을 느끼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인간개발지수(IDH)와 사회적취약성지표(IVS)19)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복
잡해졌다.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소득지수의 항목에 성(性-genere) 등 다른 항

16) 인류는 기후적 변화에 위협받는 가장 중요한 종(種)이다. 참조: M. Chan, presidente OMS, www.
elnortedecastilla.es/20080122/vida/destaca-especie-humana-vulnerable-20080122.html.
17) 참조: R. Fayos Febrer, “Vulnerabilidad e indigencia de la condici humana”, in Vulnerables.
Pensar la fragilidad humana , ed., A. Cayuela (Madrid: Encuentro, 2005), 15ss.
18) “경제적 재앙도 또한 자연재해처럼 파괴적이다.” J. Stiglitz, “Molti vinti pochi vincitori”, in L’
Espresso, (2017, 10, 21), 38-41.
19) 사회적취약성지표(IVS)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IVS = a ★ 문맹률 + b ★ 만성 영양실조 + c ★
빈곤발생률 + d ★ 유아사망위험 + e ★ 인종 +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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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이 추가되었고, 지금은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와20) 취약성이 발전, 안전 그리
고 인권과 맺는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21) 인간발전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계는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신뢰할 수 없거나 모든
국가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2) 질적 현
실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 한편에서는 체계적 접근을 통해 성찰을 확장하고, 다
른 한편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주관적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취약한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재해보다 거대한 정치, 경제 위기들과 전쟁
들을 더 많이 언급하며, 개인들이 ‘취약성’(vulnerabilit )을 ‘불안정성’(insicurezza)
과 어떻게 동일시하는지 볼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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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얼핏 봐서는 측정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요소를 고려해
야만 한다. 바로 희망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은 ‘당장 이곳’(qui e ora)의 상황과 생
존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쏟아붓는다. 그 결과 “전략적으로 장기계
획을 세우는 능력이 감퇴한다.”24) 이렇게 ‘희망’(speranza)이 취약하면 다른 모든
것에 치명상을 입힌다.

인간 삶의 본질은 연약함에서 경험된다.

인간 삶에서 본질은 연약함에서 경험된다. 사랑, 아름다움, 민주주의, 평화, 생
명과 같은 가치들은 연약한 동시에 강하다. 한 사회나 문화를 아는 데 열쇠가 되
는 요소는 기술력, 부(富), 군사력 등의 척도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
들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돌봄이다. 한 국가를 알려면 그 국가가 ‘약한 이들의 정책’

20) 참조: 유엔 개발 계획, 「2016년 인간 개발 보고서」(Rapporto sullo sviluppo umano 2016 ), http://hdr.
undp.org/en/2016-report.
21) 참조: Ibid., 「2015년 인간 발달 보고서」.
22)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품위 있는 삶의 상실 정도를 측정했다. 음용에 적합한 물의 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의 비율, 정상 체중에 미달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표로
삼았다.” Ibid., 「2016년 인간 개발 보고서」(Rapporto sullo sviluppo umano 2016 ), http://hdr.undp.
org/en/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06.
23) 참조: J. Stiglitz, “Ampliar nuestra reflexi sobre la vulnerabilidad”, www.undp.org/content/dam/
undp/library/corporate/HDR/2014HDR/HDR-2014-Spanish.pdf, 92-93.
24) Ibid.

취약성의 역설

(politica della fragilit )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봐야 한다.25)
공동선을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실현할 때 정치가 그 외 모든 권력을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러하듯,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잘 보호받으며, 당연
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특별히 인
간적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상처가 주는 치유

신학적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역설적인 주장을 볼 수 있
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26) “상처들이 낫게 해준다.”(le
ferite guariscono)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습관처럼 이 말을 하지만, 하나의
상처가 다른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이
주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그리스도교 교의 전
체를 종합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언급되듯이, 악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 간
단하게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 메시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어느 모로든 악
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이 없다.”27)
만일 취약성의 주제를 신학적 수준에서 적합하게 배치하려면, 적어도 그리스도
교 교리의 세 가지 대원칙을 논리 정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죄는 결말이 열려 있는 드라마이지 비극이 아니
다.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관찰하실 때, 보시니 ‘좋았
다.’(buone)28) 성경은 악의 신비를 유혹에 넘어가 자유를 남용한 결과로 보고,29) 원
래부터 있었던 결함(악)의 결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약함은 역설적으
로,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한 영혼과 그 욕망에 있었다. 자유
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자’(omicida fin da principio) 혹은 ‘상처 입히는 자’

25) 참조: F. Poch , Une politique de la fragilit , (Paris, Cerf, 2004).
26) 1베드 2,23-25; 이사 53,4-5.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제
309항.
28) 참조: 창세기 1,12.
29) 참조: 『교리서』, 제39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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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tore)’30) 라고 부른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죄가 우리에게 상
처를 입히고 취약하게 만들며,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했지만, 우리의 본성을
온전히 부패시킨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본성은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본질적으
로 선한 상태로 남는다.31)
둘째,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는 육화를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자신 안에 받아들이
신 것을 구원하신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죄 없으신 육신 안으로 육
화하시면서 ‘창조의 선성’(la bont della creazione)을 재확인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족의 사랑(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이었다)이 품고
지켜준다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확인해 주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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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32)은 모든 몸이 자기 연약함 안에 가진 긍정성과
본질적인 선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연약함이 ‘지지받아야 함’(essere sostenuta)
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내부에서 지지받아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레네오가 말하듯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하기’(ci che non
assunto non redento)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창
에 찔리는 치명적 타격에 이르기까지, 수난 가운데 상처를 입도록 당신을 내어 맡
기시며 죽음의 공포와 온갖 소외를 이겨내신다.33) 주님께서 수난을 자유롭게 끌어
안으시며 증거하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삶의 일부에 입힌 상처로 주님에게서 생
명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을 온전히 건네주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라는 사
실이다. 인간 연약함이 지닌 본질적인 긍정성은 ‘취약성’(박해, 십자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성으로 강화된다. 이는 주님께서 취약성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의미
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30) 요한 8,44. 베드로는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1베드 5,8)의 형상
을 이용한다. 영신수련에서는, 이냐시오 성인이 ‘성의 군사력이나 위치들을 관찰하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하는’(영신수련 327항) 지휘관의 형상을 이용한다.
31) 『교리서』, 제405-406항. 원죄가 남긴 상처는 영혼의 네 가지 취약성인 무지, 악의, 허약, 욕정 안에
드러난다. 이 네 가지 취약성은 각각 네 가지 육신의 덕에 반대된다(참조: Tommaso d’Aquino, s.,
Sum. Theol. , I-II, q. 85, a. 3).
32) 요한1서 4,2.
33) 하느님의 은혜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이 바로 카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도록 유혹했다.(참조: 1요한
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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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칙은 성령의 은총과 하늘나라와 연관된다. 우리는 다른 이의 취약성을
돌보고 치유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설명이다.
예수 성심의 열린 상처로부터 성사들이 나오고 교회가 탄생한다. 부활하신 분이
당신 상처를 보여주시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성령은 ‘죄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에페 4,23 참조)’34)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취약성의 봉인을 유지하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며,—착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당신을 ‘상처 입은 이들’(i feriti)과 동일시하시며—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최후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마태 25장 참조)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역동 안에서, 주인공이 상처 입은 이에게 개입하는 과
정들은 주님의 육화와 구원을 위한 수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마리아인은 상
처 입은 이를 책임지며, 그를 치료하기 위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이를 ‘지불’
(pagare)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자비의 특별한 행동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상처에 고통을 주지 않고 싸매어 주는 것, 소외시키거나 버려두지 않고 사회에 포
함시키고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무상으
로 받은 은총을 ‘되갚는’(ripagare)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받은 은총을, 그에 상응하는 ‘되갚을 만한’(ripagherebbe) 가
치를 지닌 다른 선물로 되돌려드릴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가 받은
은총과 등가의 무언가로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자성(他者性)을 존중하는 것’
(onorare l’alterit )35)이다.
타자성을 존중하는 일, 특히 상처받은 이들의 타자성을 존중하는 일은 사람이 자
기가 받은 은총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품위(dignit , 라틴어 dignus , 그리
스어 axios 에서 왔다)는 사람이 인격체라는 사실 자체로 지니는 권위와 존경과 존
중을 포함하는 가치이다. 다른 이들이 지닌 품위를 인정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34) 『교리서』, 제1695항.
35) 참조: P. Gilbert, La pazienza d’essere. Metafisica. L’analogia e i trascendentali , (Roma: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15),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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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조물’(creaturale)로서 다른 이들과 동등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동등함은
우리가 갖는 모든 차이보다 훨씬 본질적이다.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다른 이의 품위를 훼손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평등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
져온다. 다른 이를 품위 없이 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품위 없는 (권위도 없고, 가
치도 없는) 존재가 된다.
품위에 담긴 이 존재론적 의미는 윤리적 의미를 토대로 한다. 품위를 잃으면 우
리는 모순에 빠지며, 인격체인 우리를 구성하는 가치와 권위를 상실한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Gorgia )에서,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발생하는 일을 보
여준다. 소크라테스가 칼리클레스(Callicle)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 칼리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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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하게 따귀를 맞거나 상처를 입는 일, 혹은 도난을 당하는 것이 가장 불쾌한 일
이 아니고, 더 불쾌하고 더 나쁜 것은 나와 나의 물건들을 부정하게 때리고 모욕하
는 행위이다. 노예로 전락시키고 물건을 부수는 일, 요약하면, 나 자신이나 나의 물
건에 반해 불의를 저지르는 행위 등은 그 일을 당한 나보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에
게 더 악하고 불쾌한 것이다.”(Gorgia , 508 D-E)36)
정의란 각자에게 적합한 몫을 주며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지도하는 덕으
로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우리 존재의 근본이다.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록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의를 행한 사람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른 이에게 상처 입히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사회적 약속이나 평화적 공존의
문제가 아니며,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의 차원은 더욱더 아니다. 이는 외적
인 정의의 문제이며, 우리의 인격적 존재에 근거를 둔 문제이다. 대부분의 ‘내 것’
(mio)을 ‘우리’(noi)로 보는 곳에서는 다른 이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는 나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이다. 만일 다른 이를 때려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면—사회적
존재인 우리가 ‘우리’(noi)에게 상처를 준다면—다른 이를 품고 돌볼 때, 사회 구조
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바로잡게 된다. 내밀한 부분은 동등하게 지니고 있는 인간

36) 참조: Platone, Tutti gli scritti , a cura di G. Reale, (Milano, Rusconi, 1991), 916; J. Pieper, Las
virtudes fundamentales , (Madrid, Rialp, 20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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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난을 인식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37)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볼 의무

이렇게 우리는 이익으로 변하는 최종 역설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는 상처 입은
이를 돌보는 행위가 비록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에 근거해 심판을 받을) 일종의
의무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돌보는 행위가 정의나 의무를 넘어설 수 있고, ‘더 많이
되돌려드릴’(pagare di pi ) 수 있는 행복이며, 특별한 선택권으로 제안된다는 사
실이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인 vulnus (상처)로부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의 취약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없는 완전한 포용성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취약성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포용성을 이렇게 표
현했다. “바오로 6세 복자께서 즐겨 말씀하셨듯이, 모든 가난한 이가 ‘복음적 권리’
(diritto evangelico)38)로써 교회에 속하며, 우리에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근본적 선
택이 요구됩니다(1963년 9월 29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회기 개막 연설). 그러
므로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고 도와주려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합니다. 이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손길입니다. 모든 문화적 종교적 장벽과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의 상
처에 향유를 뿌리며 위로하는 손길은 행복합니다. ‘만약’(se) ‘그러나’(per ), ‘혹시’
(forse) 하는 마음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미는 손길은 행복합니다. 이 모든 손
길은 형제자매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39)
이처럼 취약성을 복음적 권리로써 어머니인 ‘교회에 속하는’(che appartiene alla
Chiesa) 속성으로 여긴다면, 누가 ‘취약한 집단들’(gruppi vulnerabili)인지 확인하
거나 ‘취약 정도’(gradi di vulnerabilit )를 측정하며 외부에서 취약성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넘어선다.
37) 참조: P. Gilbert, “Paul Ricœur: reflexi n, ontolog a y acci n”, in Algunos pensadores
contempor neos de lengua francesa , (M xico, Universidad Iberoamericana, 1996), 123-176.
38) Paolo VI, Discorso di apertura della II sessione del Concilio Ecumenico Vaticano II , 29 settembre
1963.
39) Ibid., 교종 프란치스코,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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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이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며 치료해주고 회복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 본
능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행동이 사회 집단을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이렇
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의 경제 군사 기술 역량이 우리 자신을—단지 개
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문화 전체에 대해서도—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믿게
만들어도, 품위를 잃고, 사회적 ‘권위’(peso)를 잃어버리며, 실체 없이 모순에 빠진
존재가 된다.

상처 입은 치유자

둘째 역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설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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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다. “스스로를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최근에 콜
롬비아를 방문했을 때 만난 어느 소녀가 말한 것처럼 취약성은 인간의 본질에 속
합니다.”40)
소녀와의 만남은 빡빡했던 일정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교종이 교황대사관에 돌
아왔을 때, 많은 군중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교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란치
스코 교종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멈춰 섰고,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 세 명이 읽는
연설을 듣던 중, 한 아이가 말한 내용에서 감명을 받았다. 교종이 소녀의 이름을 묻
자, 소녀는 ‘리나 마리아’(Lina Mar a)라고 답했다. 교종은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취
약성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감격한 소녀는 그 부분을 다시 읽
으면서 끊어 읽을 때마다 눈을 들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취약성이 인간다움
의 본질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는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강
해지며, 품위를 얻게 됩니다. 함께 만나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인간다워집니다.”
그 아이는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고(그전 며
칠 동안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복음의 힘으로 자신의 개인적
취약성 안에서, 취약성에 대해 발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취약성이 인간다움의 본질로 인정받는 세상’(un
mondo in cui la vulnerabilit venga considerata l’essenza dell’umano)에 대한 염
40) 교종 프란치스코,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er la promozione della Nuova
Evangelizzazione , 21 ottob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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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표현하였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성’(la necessit di
essere sostenuti da Dio)으로 묘사하였다. “우리는 모두 취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 이 취약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며,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하고, 다
른 이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절해서는 안 됩
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성장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봉헌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교종은 언제나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매우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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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종 프란치스코, Parole davanti alla Nunziatura di Bogot , 7 settembre 2017. 3일 후 교종이 전용
차량에서 한 어린이에게 인사하려고 몸을 숙이다가 받았던 충격으로, 오른쪽 눈썹과 오른쪽 광대
뼈를 다친 사건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고백한 이 ‘취약성’에 대한 확인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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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교종 프란치스코:
마틴 로브라 목사와 인터뷰
PAPA FRANCESCO AL CONSIGLIO ECUMENICO DELLE CHIESE:
Intervista al pastore Martin Robra✽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권효섭 마르꼬 S.J. 옮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7년 5월 27일, 제네바 외곽에 있는 빌라르-쉬르-글란에서 나는 마틴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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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사를 만났다. 마틴 로브라 목사는 1994년에 세계교회협의회(il Consiglio
ecumenico delle Chiese)와 일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1965년에 가톨릭교회
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세운 합동위원회에서 공동 총무로 일하고 있다. 로브라 목
사와는 이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룬드 모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1) 우리는 당시 모든 연설이 어떻게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로브라 목사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제네바에 있는 세계
교회협의회의 본부를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과 기대를 밝혔었다.
1948년 8월 22일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세계교회협의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
는 제네바에 교종이 방문할 준비를 하는 지금, 로브라 목사의 열망과 희망을 상기
하면서, 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찾아갔다. 교종은 150명의 선출된 대의원으
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갖는 세계교회협의회 운영단을 만날 예정이다.2) 마틴 로
✽

La Civilt Cattolica , 4031 (2 giugno 2018), 485-495. 편집자 주. 교종 프란치스코는 세계교회협의
회(WCC)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2018년 6월 21일에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전 세계 350여개
개신교 교단으로 구성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올라프 트베이트(Olav
Fykse Tveit)는 교종의 방문이 종교 간의 협력을 위한 ‘이정표’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교종은 연설
에서 “일치와 평화를 찾는 순례자로서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했다.”라면서 종교 간 화합과 일치를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종은 남북한 개신교 지도자들을 별도로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
했다. 이 인터뷰는 교종의 세계교회협의회 방문이 이루어지기 한 달여 전에 있었다. 비록 늦은 감
이 있지만,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이 이 글을 소개하는 목적은 교종의 종교 간 화합과 일치의
지향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

Antonio Spadaro S.J.

1) 참조: G. Pani, “Il viaggio del Papa in Svezia”, La Civilt Cattolica , 3994 (26 novembre 2016), 381392.
2) 중앙위원회는 2년마다 모여서 총회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세계교회협의회 계획의 주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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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는 바르바라 시벨의 남편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며, 베스트팔렌의 복음주
의 교회 목사이다.3)

세계교회협의회가 무엇인가요? 그 역사와 시작 그리고 의의 등을 알려주십시오.

1921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에 교회 간 친교
(koinonia)를 형성하고, 서로가 지지하는 유대나 교류를 맺고, 세상에 교회의 공동
증언을 촉진하며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수단이 되자고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
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단지 제네바에 근거를 둔 조직이나 단일한 ‘세계교회’
(Chiesa mondiale)를 만들려는 시도로 본다면 잘못된 시선입니다. 세계교회협의
회는 총 348개 회원교회가 모인 공동체로서, 대부분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이고
다수의 오순절 교회와 아프리카 독립교회도 포함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교회들은 여정을 함께하며,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도
와주며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회칙 서문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며 구세주로 고백하고 한 하느님이신 성부, 성
자, 성령의 영광을 위해 공통된 소명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단지 회원교회들과 교회일치를 위해 일하는 동료들의
친교에 봉사하는 사무직을 주관할 뿐입니다.

논의하고 검토하며, 예산을 승인한다. 최근 모임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노르웨이의 트론헤임
(Trondheim)에서 열렸다. 현 위원회는 2013년 한국의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총회는 7년마다 열리며, 그때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다음 총회까지 협의회 운영단을 구성
한다. 중앙위원회는 약 18개월마다 회합을 가지며,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을 뽑는다. 현재는 노
르웨이 루터교 목사인 올라브 트베이트(Olav Fykse Tveit)가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공식 사이
트는 www.oikoumene.org 이다.
3) 현재 로브라 목사는 지속적 양성, 교회 일치적 봉사 관련의 일들을 하고 있으며, ‘정의와 평화의
순례’(Pellegrinaggio di giustizia e pace) 라는 주제로 열린 2013년 부산 총회 이후에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주된 안건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해왔는데, 세계교
회협의회,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Christian World Communions ), 세계 그리스도인 포럼(Global
Christian Forum ) 그리고 다른 동맹들에 속한 여러 교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 보세이
에큐메니컬 연구소(Bossey Ecumenical Institute )의 회원이 되기 전에는 특히 사회윤리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는 제네바에 소재한 글로브에틱스닷넷(globethics.net )과 리히텐슈타인에 소재한 종
교 문화 간 조사 연구소(Institute for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Research )의 공동창립자이
다. 로브라 목사의 이력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nstitute.oikoumene.org/en/study-at-bossey/teaching-staff/Robra_bio_public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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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바티칸에서 있었던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인 올라브
퓍스 트베이트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교종의 세계교회협의회와 제네바
방문 소식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받은 소명과 하느님을 섬기는 사명
을 함께 증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저는 세계교회협의회 시작부터 바
로 그 중심에 심오한 선교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세웠던 중요한 추진력은 선교에서 협력의 필
요성이었습니다. 세계학생기독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과 다
른 청년조직들이 이미 교회일치를 지향하고 활동해왔지만, 1910년 세계선교대회
(Conferenza missionaria mondiale)를 현대 교회일치운동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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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혹독한 위기는 1927년 로잔에서 열린 선교뿐 아니라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운동과 192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삶과 봉사 (Life and Work) 운동을 창설할 교회지도자
들의 결심을 강화했습니다. 1936년 이 두 운동은 하나가 되어 세계교회협의회를
형성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회원교회들이 첫 총회를 열고 세계교회협의회를 설립하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세계교회협의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이유입니
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961년 뉴델리 총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 (IMC)가 세계교회
협의회로 통합되고,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정교회가 회원이 되면서 진정한 국제 조
직이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칙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에서 교회들이 맺는 친교의 근본 목적은,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공동생
활,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봉사하면서—한 믿음과 하나의 친교인 성
찬례 안에서—가시적 일치에로 서로를 초대하고,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교 교회 간의 일치를 더 이루도록 초대하는 일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방문은 몇몇 중요한 교회일치운동의 성취를 강조하고 또한 교회
일치운동이 마주할 미래의 도전을 강조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일
치운동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교종 프란치스코

몇 년 전까지, 우리는 ‘교회일치운동의 겨울’(inverno ecumenico)이라는 표현
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출신인 사무총장 올라브 퓍세 트베이트 목사
는, 겨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저 장갑과 따뜻한 옷
들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종과 그의 주도로 새로운 봄
이 왔다고 여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룬드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
석한 교종 덕분에 저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분쟁에서 친교로’(Dal conflitto alla
comunione), 기념식의 표어가 이 순간에 생생해졌습니다. 단지 그곳만이 아닙니
다. 전 세계 교회들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상처 입었던 기억의 치유를 다 함께 경축
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발생했던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종의 룬드 방문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종의 연설이 현재와 미래의 도
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
습니다.

룬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치의 순간이었습니다. 룬드는 함께 걷는 여행길에서
만난 이정표입니다. 룬드로 향하는 길에서, 의화교리에 대한 공동선언4)에 서명하
기 위해 루터교회 신자들과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1999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처
음 만났을 때를 상기한다면 이정표를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정표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긴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를 보도록
도와주는 표지가 된다는 사실이, 제게 매혹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이 공동선언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주도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먼저 하느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룬드선
언은 1999년 아우크스부르크 사건과 우리를 룬드로 이끈 함께해 온 여정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룬드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상처로 얼룩
지고 증오로 물든 과거 기억들이 갖는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4) 의화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루터교회 신자들과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
음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화된다는 공통된 이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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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해방과 재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종교개혁 이후 5세기에 걸쳐 일어
났던 폭력과 심지어 전쟁으로 이끌었던 방식을 반복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위대한 공통 유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는 홀로이
거나 각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게 되었습니
다. 서로가 멀어지는 움직임 대신, 우리는 함께 걷고 우리의 역사, 희망 그리고 교
회와 세상에 갖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중요한 도전들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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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요. 개인 윤리와 인간의 성(性)에 관한 영역에 적잖은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더욱 일치하는 모습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줄 기회
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바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더 가까
운 대화와 협력으로 이끌고, 다른 종교와 함께 대화하고,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성
장시키기 위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길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전 세계 110개국 약 5억 6천만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우리 회원을 넘어
서는 교량을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입회인’(osservatrice)으
로 참여해 왔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한 해인 1965년 이래로 특별히 ‘신앙
과 직제협의회’(Fede e costituzione)와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Missione ed
evangelizzazione)에서 여러 단계로 협력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온 역사를
고려해서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와 가톨릭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프
란치스코 교종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황청 부서인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Pontificio Consiglio per la
promozione dell’unit dei cristiani), 종교간대화평의회(Pontificio Consiglio per il
dialogo inter-religioso), 새로 생긴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il nuovo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와 우리의 협력이 많이 향
상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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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관하는 교회 간 신학적 대화를 넘어서, 기꺼이 의미 있는 협력을 하려는 마
음의 여지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직제협의회’(Fede e costituzione) 문헌과 세계교회협의회의 새
로운 선교성명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Together Toward Life)’의 통합이나 이주민
과 난민 문제에서 이룬 협력의 증진 등의 업적들을 또한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과 더불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일부는 심지어 종파를 초월한 참여 속에—세계 여러 많은 곳에서 교회일치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제네바 방문
이 위원회를 독려하는 강한 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위원회가 여정 중인 교회
일치를 더 깊게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사명—세상
의 생명, 정의 그리고 평화—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 )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 안에서 어떤 반응들
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ete et exsultate)』 이 문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연구원들이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과 교황 회
칙 『찬미받으소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작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이 문헌들을 공부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교
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
들의 일과 아주 잘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참고문헌으로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이제 교종의 세계교회협의회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제
네바를 방문한 첫 번째 교종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오로 6세 교종(1969년 6월)과
요한 바오로 2세 교종(1984년)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다음인 이번 방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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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종이 제네바를 방문하는 동안, 세계교회협의회에 아주 많은 관심
을 보인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오로 6세 교종과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앞
선 두 번의 제네바 방문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두 교종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 수장으로서 스위스와 제네바 유엔 사무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
종은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의 수장, 로마의 주교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방
문합니다. 교종은 로마에서 제네바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폭력에 시달리고 불공평한 정치와 경제로 고통 받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Pellegrinaggio di giustizia e
pace)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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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종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회의 직
후에 도착한다니 잘된 일입니다. 제네바에 있는 교회일치센터는 회원교회 대
표들과 모든 차원의 교회 일치 운동을 대표하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
다. 교종의 방문은—가톨릭교회가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의 반포와 함께 참여한—교회일치운동의 단일성을 분명히 보여줍니
다. 세상 사람들은 바르톨로메오(Bartolomeo) 총대주교와 몇몇의 교회 지도자들
과 더불어 교종을 전 그리스도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여기고 있습니
다. 교종이 단지 로마 가톨릭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
지 분리되어 있는 교회와 함께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교
회를 기대하고 있음이 가시화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일보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자주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를 말씀하십니
다⋯.

그리고 일치는 함께하는 길에서 깊어진다고 하지요. 프란치스코 교종은 자주 교
회의 일치를 함께 걷는 길 위에 이뤄지는 일치로 말씀하십니다.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로 표현하였
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갈라져서 걸
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순간들, 그리고 길 위에서 있었던 일
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순례를 위한 결의를 새롭게 하며, 공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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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걷고 있는 우리는 걸으면서 상황을 식별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증언을 통해 서로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함께 하
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협력하여 걸어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레스보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서 처음으로 모스크바 총대주교를 만났습니다. 교종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룬드에 갔고 로마에 있는 루터교 신자와 성공회 신자 공동체 그리고 토리노에 있
는 발도파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종의 메시지는 단지 신학적 대화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come se) 함께 일하자는 초
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화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통된 증언에 초점을 맞추
고, 이주민 문제와 같은 수많은 긴급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하자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인 것같이’(come se fossimo gi
uno)에 근거를 두고 새롭게 내디딘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costruttore di ponti)으로서 활동하는 프
란치스코 교종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 질문이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매번 제
가 ‘정의와 평화의 순례’(Pellegrinaggio di giustizia e pace) 그리고 도정에서 깊어
지는 일치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 간의 관계가 ‘마
치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come se)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초
기에, 중앙위원회는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대화하려는 충분
한 열성을 보였는지, 그리고 깊은 신념의 차이로 인해 따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경
우를 제외하고 여타 모든 일에서 함께 활동할 수는 없었는지?”를 묻도록 초대하는
이른바 ‘룬드 원칙’(principio di Lund)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복
음을 선포하고, 공공 영역에서 연대하며, 부제와 사목자로 봉사하고, 하느님을 공
동으로 증언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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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성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끄는 분이십니다.

지난 3월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서 2018년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는 선교를,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을 기쁘게 증언하고, 모든 사람
과 피조물 간 정의와 화해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의를 지닌
활동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모임으로부터 나온 예언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회에는 많은 가톨릭 신자, 복음주의자와 오순절 선교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
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도를 향한 아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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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르심’(Chiamata di Arusha al discepolato)을 공포하였습니다. 대회 기간 ‘변
화시키는 힘이 있는 제자도’(discepolato trasformativo)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이
선언은—『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과 『찬미받으소서』(Laudato S )와 아
주 많이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수백만 사람을 배제하는 언어도단의 불평등을 조
장하는 오늘날 금융체계와 경제구조를 비판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
다. 선언문에서 제자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느님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기
위한 선물이고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고통 받는 피조물 양쪽 모
두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주변
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문헌은 변화시키는 제자도와 위로자이시고 중재자이며 지지자이신 성령의 능
력에 관한 총회의 주된 초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헌에서 우리는 권력, 부
귀, 돈의 문화에 특권을 부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하는 봉사자인
지도자로 양성되도록 불렸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향한 부르심에는 또한 교회에 당
부하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외와 배제 위에 세워진 세상 안에서 일
치를 추구하고 교회일치의 길을 걸으며,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함께 이
루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문헌은 성령 안에서 함께 제자로서 활동하려면 ‘함께
걷고, 기도하고, 일해야’(camminando, pregando e lavorando insieme) 함을 강조
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종의 제네바 방문 표어이기도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교종 프란치스코

오늘날 교회일치운동에서 주된 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일치운동은 모든 생명과 한 인류 가족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를 화해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여정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
느님의 통치를 앞당기는 강한 종말론적 차원을 지닙니다. 모두에게 정의와 평화의
넓은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 권력과 부를
향한 경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각 신원은 어느 정도 문화와 부분적으로 종교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현대 소비문화와 이를 지지하는 전 세계 미디어가 갖는 아주
얄팍하고 피상적인 계층과는 달리 문화와 종교가 평화롭게 상호 교류하여 전 세
계가 공유하는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
리의 공통 고향에서 삶을 공유하는 교회 일치 관점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
이 뿌리내리기까지 우리는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
하는 어려움을 문화와 종교의 새로운 차원을 ‘출산하는 고통’(doglie del parto)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세계교회협의회의 프로그램들과 교황청이 더 가까워졌고 협력
이 자라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최근 교회일치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성취입니
까?

제 생각에 교회일치운동의 주된 성취는 구체적인 면에서 평화와 화해에 공헌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제 어머니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맞이한 추운 겨울에 교회일치 난민 봉사를 통해 스웨덴 교회가 지원한
선물인 오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동서 사이의 대화를 지원하고, 평화에 기
여하며,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을 평화롭게 재통합하도록 도운 교
회일치운동을 보았습니다. 2월에 콜롬비아에서, 아직은 유약한 평화를 향한 과정
이지만 교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함께 공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들이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인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도전을 언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주역을 담당해
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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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을 걷는 교회는 희망을 지닌 백성입니다. 희망한다는 말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보다 나은 다른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의미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제가 방금 나열한 일들에 다른 많은 일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교회일치적 협력이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실제적인
원천이 되었던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6월 21일, 오전 8시 30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떠나 제네
바에 10시 10분에 도착했다. 공항 영접실에서 환영식과 스위스연방 대통령과 비공
개 만남이 이어졌고 오전 11시 15분에, 교종이 설교할 세계교회협의회 센터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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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일치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 교종은 보세이 에큐메니컬 연구소에서 세계교회협
의회 지도부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 45분에는 두 번째 연설 장소에서 교회
일치 회합을 가졌다. 이날은 팔렉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교종이 주례하는 미사로 마
무리되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주교들과 스위스 내 교황대리의 협력자들과 작별
을 고한 후 오후 8시에 떠났다.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은 교종 방문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방
문은 교회일치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방문은 세계교회협의회 활동과 가톨릭교회와 협력 그리고 현재 프란치스코 교
종의 모범 아래 최근 몇 년간 걸어온 여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입니다.”라고 단
언하였다.
2018년 1월 31일 교종은 독일 가톨릭주교회의 의장인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
경과 독일 복음주의교회 위원회의 의장인 하인리히 베트포르트-스트롬에게 다음
과 같이 서신을 보냈다. “우리가 공유한 500년 역사가 때로는 매우 힘들기도 했지
만 이제 새로운 친교의 시기로 접어듦을 보니 그 기쁨이 무척 큽니다. 올해 기념행
사를 통해 앞으로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 없이는 우리 미래를 써나갈 수 없다는 점
을 확인했습니다.” 교종은 이 서신에서 “16세기에 터졌던 분쟁은 종결될 운명이며
우리가 서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교종 프란치스코

라는 언급과 함께, 2017년에 서명된 공동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세계교회협의회 방문을 이러한 발언들에 비추어 이
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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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란치스코 교종의 서한은 2018년 1월 31일자로 되어 있다. 독일어는 아래 인터넷주소를 통
해 참고할 수 있다.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al Cardinale Marx in occasione del
500° anniversario della Riforma”, 31 gennaio 2018,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de/
letters/2018/documents/papa-francesco_20180131_lettera-card-mar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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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
LA GRATITUDINE, MOLTO PI CHE UN’EMOZIONE✽
루이스 로페스-야르토 S.J.✽✽
안소근 실비아 수녀 옮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감사는 보통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덕’(virt )이다. 감사를 인본주의 심리학
에서 연구하기 수백 년 전에도 종교 창시자들과 위대한 예술가들이 ‘감사와 배은
망덕’(gratitudine-ingratitudine)의 차원을 다루었다. 세르반테스는, 그 자신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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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지만, 1615년에 감사의 근본 요소를 열거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악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자들은 교만함이라고 하지만 나는 배은망덕함이라고 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을 보아도 ‘지옥에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가
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죄악을, 나는 가능한 한, 이성을 갖게 된 순간부터는 피하
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베풀어 준 좋은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내가 갚을
수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라도 그것을 대신하지요.”1)
감사는 과거의 전통은 매우 길지만 학문적 역사는 매우 짧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사상, 문학, 특히 종교에서는 언제나 감사(라틴어 은총gratia)를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태도’로 다루어 왔다. 그것은 행위
나 말로(‘선행’ 또는 최소한 돈키호테가 말한 것처럼 거저 받았음을 안다고 ‘공공연
히 말하는 것’) 드러내는 정신의 상태이다. 많은 학자들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자 할 때 안타까워하는 점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2)이나
종교 창시자들의 어록, 또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3)과 달리 심리학 분야에

✽

La Civilt Cattolica , 3911 (1 giugno 2013), 428-441.

✽✽

Luis L pez-Yarto S.J.

1) Miguel de Cervantes, Don Chisciotte della Mancia , (Milano: Mondadori, 2003), 1084-1085. 참조: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2』, 박철 옮김, (서울: 시공사, 2015), 701-702.
2) 참조: Giovanni Cucci, “La gratitudine, radice del ben-essere”, La Civilt Cattolica , 3803 (6
dicembre 2008), 466-473.
3) 참조: Robert A. Emmons - Cheryl A. Crumpler,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 1 (2000),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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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는 감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부재이다.4)
최근에야 많은 심리학자들이 감사가 온전한 인격의 근본 요소임을 증명하고자
했고, 또 많은 이들이 감사를 전반적 성숙, 더 나은 대인 관계,5) 그리고 행복과 연관
시키려 했다. 하지만 인간답게 만드는 바탕을 규명하고자 인격의 기능에서 감사나
그 반대편(배은망덕)이 가지는 심리학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일시적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감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알 때 경험
하는 예민하고 강렬한 느낌’이다. 그러나 느낌은 일시적이기에, 깊은 여운을 남기
지 못한다. 우연히 체험한 느낌만으로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고마워하는지 아닌
지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감사가 한 사람의 인격에서 지속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감사의 체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무
상으로 선물을 받았음을 알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움이다. 그 선물은 그를 분
노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이타적으로 반응하는 정서 상태를 갖
게 한다.
태도, 곧 습관이 된 자세는 생각, 감정, 행위를 포함한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사
심 없는 증여자에게 무언가 받았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성이나 다른 어떤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무상성에 감동할
줄 안다. 그러기에 예의나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으려는 진실
하고 깊은 동기로 선을 행하게 된다.
감사는 동시에 선행에 관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게 해 준
다. 기억은 흔히 감사하는 태도를 안정적으로 길러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를
발견한 과학자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
이 흘렀어도 경의를 표할 수 있다. 감사가 집단 기억 속에 꾸준히 남아 있기 때문

4) 참조: David G. Myers – Ed 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 6 (1995), 10-90. 저자
들은 1980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출판물이 매우 적었다고 말한다.
5) Emmons - Crumpler,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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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이타적이며 사심 없이 주어졌음을 인식
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에는 믿기가 어렵다. 이를 믿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행위는
이기적이라는 역동 심리학에서의 신념과 어떤 행위도 보상 없이는 안정적일 수
없다는 행동주의에서의 신념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태도 안에는 놀
라움의 의미가 들어 있다. ‘왜 나에게?’라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러한
관대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놀라움이 담겨 있다.
여기서 결론을 두 가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이들
의 감정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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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심을 보더라도 거기에 기만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둘
째, 감사는 우리가 받은 호의의 결과와 무관하다. 예를 들면, 행방묘연하게 사라진
어린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비록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아이
를 찾는 데 스스럼없이 참여한 모든 이에게 크게 감사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7) 우
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어떻게 애썼는지 알아차렸을 때도 진정한 감사를
체험한다. 이타적인 노력이 때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는 어쩌
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을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태초에 자아도취가 있었다

감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태도는 삶의 초기 단계에는
아직 불가능하다. 어린아이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하기
에 타자와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고, 눈물 두 방울로 (무소
부재한 어머니로 환원되는) 온 인류를 자신에게 봉사하게 할 만큼 모두가 인정하
는 전능함을 지녔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들고 실망스러운 물리적 현실과 충돌하
6) 참조: T mas. Caycho, “El concepto de gratitud desde una perspectiva psicol gica”, Revista de
Psicolog a Trujillo , 13 (2011), 105-112.
7) 참조: Richard S. Lazarus - Bernice N. Lazarus,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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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에는 자신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과 충돌하면서 비로소 고통스럽게 자신
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한계 인식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장과 실현을 위
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된다. 그래서 흔히 성년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어린 시절의 자아도취는 감사에 큰 적이 된다. 자아도취에 빠
진 사람은 진정으로 고마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았음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을
위하거나 사심 없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자아도취
에 빠져 대화 없이 혼자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져
야 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의 단계를 넘어서면 감사가 생겨나서 친밀한 관계가 쉬워진다. 내가 전
능하지 않고 성장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달려 있다면 내 앞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
린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또한 관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타적으로 나를 대하
는 사람들이 지닌 뜻밖의 풍요로움으로 둘러싸일 수 있는 놀라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며 삶이
란 주고받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실망을 견디면서 자신을 넘어 드넓은 가
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의식’(rendersi conto)의 출현은 이미 일부 영장류에서 관찰되며, 문화를
넘어서 대개는 언어와 상관없이 발전한다.8) 그렇다면 감사의 주된 기능은 서로 간
에 이타적 행위가 많아지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과 정반대인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이러한 기능이 위축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심 없는 행동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자기 이
익을 고려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못한다.
카라바조(Caravaggio)는 사랑스러운 나르키소스(Narciso)를 그렸다. 나르키소
스는 황홀경에 빠져 순진하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나’(io)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찾는다. 그의 전망은
매우 단순하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저 감정을 인식
8) 참조: Michael E. McCullough, “An Adaptation for Altru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 17 (2008), 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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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평에 나타나는 다른 누구의 감정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한다.9)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만의 ‘웅대한 환상’(fantasie grandiose)에 빠
져,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매우 유능할 수도 있다.10) 그의 문제는 언제나
성공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그 성공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보증으
로 여긴다는 데 있다.
1975년에 이미 휴건(Hougan)11)은 미래가 없이 지금 순간을 즐기는 것에만 의미
를 두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과 자신한테서 나가는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의식으로 인해 자아도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마도 이러한 지적은 21세기 초인 지금 더욱더 사실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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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에 관한 보도에서 보이는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발전한 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전능함과 무
력함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아도취와 반대되는, 잃어버린 인
격적 균형을 회복하는 태도를 연습하고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감사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실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마
움을 느끼는 능력이 자아도취와 반비례함을 상세히 보여 주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12)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영신수련 동반자들이 피정하는 이를 영신수련 첫 주간
에 깊은 체험을 하도록 안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한탄이 전혀 이상하지 않
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13) 자아도취의 시대에 생기는 이러한 어려움은 자기 한

9) 참조: Jos L. Trechera, ¿Qu es el narcsismo? , (Bilbao: Descl e de Brouwer, 2001), 120. 저자는
자아도취의 세 가지 주된 측면을 지적한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표상, 눈에 띄는 과시욕, 그리고
현저하게 떨어지는 감정이입 능력이 그것이다.
10) 참조: Otto F. Kernberg,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15 (1967), 661-685.
11) 참조: Jim Hougan, Decadence. Radical Nostalgia, Narcissism and Decline in the Seventies , (New
York: Morrow, 1975).
12) 참조: Lisa Ferwell - Ruth Wohlwend-Lloyd,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66 (1998), 6583.
13) 참조: Tom Wolfe, The Purple Decades. A Reader , (New York: Straus & Giroux, 1982), 265-296. 저
자는 1976년에 ‘자아의 10년’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곧 자아의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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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현실 감각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계와 오류를 인정할 때 자신의 표상이 위협받는 것을 본 피정하는 이
는 영신수련 셋째 주간 후에 자신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을 기쁘게 들어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위축되게 하는 현실 앞에서 감사의 느낌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감사와 인간적 성숙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다루는 출판물이 많이 나타났다. 인간관
계를 진지하게 다루는 첫 학술지는 Journal of Social and Abnormal Psychology
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여기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성인들에게 큰 위험
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점차로 198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그
해 나온 Psychological Abstracts에는 ‘복지’(benessere), ‘행복’(felicit ), ‘삶의 만족’
(soddisfazione vitale), ‘이타심’(altruismo)과 다른 긍정적 변수들이 나오는 논문 제
목이 780편 들어 있었다. 오래지 않아 1990년대에 셀리그먼(Seligman)이 제시하는
‘긍정심리학’(Psicologia positiva)의 물결이 일어났다.14) 그때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그중 많은 연구가 감사에 관심을 집중하며 명시적으로 긍정심리학에
관해 말했다. 이제는 이타적으로 주고 감사하며 받는 일이 우리의 온전한 발달에
속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감사는 ‘삶의 만족’(soddisfazione vitale)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실험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15) 감사드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발달한 사
람들이야말로 자신의 목표를 기쁘게 추구할 수 있으며,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더 잘 견뎌 낸다. 이렇게 하여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감사를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게

14) 참조: Martin Seligman - Mihaly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 55 (2000), 5-14.
15)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참조: Alex M. Wood, “Gratitude uniquely predicts
satisfaction with life. Incremental validity above the domains and facets of the five 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45 (2008),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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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6)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사에 관해 실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양도할 수 없는 내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른 이들에 대
해 평균 이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누리지만 많은 사람이 깨
닫지 못하는 데 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만족과 즐거움을 뚜렷
이 중시하는 경향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인성을 다섯 가지 근본 요소로 이해하는 방식이 확산되었
다.17) 경험에 대한 개방/폐쇄, 책임/무책임, 외향성/내향성, 다정함/적대감,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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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신경증이 그것이다. 그런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일정하게 더 외향적
이고, 더 개방적이며, 더 책임감이 있고 더 다정하게 나타나며, 쉽게 예상할 수 있
듯이 신경증적인 성향이 적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료들로부터 얻게 되는 중요한 결론은 인격적 성장의 전 과정
에서 그리고 성숙한 인성을 만드는 데 진정한 감사의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다. 감사의 체험은 기쁘게 고마워하는 태도를 안정적으로 지니게 해 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이타적인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는 법을 배우는 일
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정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감이
나 죄책감이 없이 기쁘게 주는 선물을 다른 이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고, 분노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위협
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16)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고마워한다’거나 ‘감사의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대개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결과만이 다른 변수들과의 통계적 비교에 사용될 수 있다. 감사하는 성향의 척
도에 관한 연구에는 다음의 예가 있다. Philip C. Watkins,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 31 (2003), 431-452; Jeffrey J. Froh, “Measuring Gratitude in Youth”, Psychological
Assessment , 23 (2011), 1-38. 연구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질문을 했다. ‘삶에서 내가 감
사해야 하는 것이 많은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가?’
‘내 주변 세상을 볼 때 감사를 느낄 만한 것을 많이 발견하는가?’
17) 참조: Robert R. McCrae - Paul T. Costa, “A five 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 ed., Lawrence Pervin, (New York: Guilford Press, 19922), 139154.

감사,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감사는 쉽지 않다

장차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학
자들도, 은혜를 입은 후에 자주 나타나는 일부 반응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예를 들
어 흔히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의혹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다. 일종의 의무감과 속박을 나타냄으로써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감사를
훼손하기 때문이다.18)
사회 규범은 다른 이들과 우리의 상호 작용을 인도하고 규정하며, 그것을 더 쉽
고 예측 할 수 있게 해 주어 보편적 행동 지침이 된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
회 규범은 ‘상호성의 규범’(norma della reciprocit )이다. 호의를 입고 나서는 이에
한 번도 호의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상호
성의 규범은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에게 선
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19)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내 안에 어떤 의무감을, 즉 응답하려는 요구가
생겨남을 보게 된다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응답할 수 없는 데 대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에서 항상 그렇듯이
일어난 현실을 달리 보려고 방어하기도 한다. 극적으로 말한다면, 감사에 대한 반
응은 언제나 방어적인 망각으로 중단되거나 문제가 있는 죄의식으로 왜곡될 위험
이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예는 학문 세계에서 ‘장학생 증후군’
(la sindrome del borsista)이라 부르는 현상이다. 장학금을 받는 것은 중대한 혼돈
에 처하게 될 만큼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기진
맥진할 만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 ‘은혜’(il favore)를 갚으려 한다. 아니면, 자신
의 의무를 모두 면하게 해 줄 작은 이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장학금을 “내가 획득
했다.”거나(나의 공로가 되기에 주는 사람은 사라진다.), “그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요구했다.”(그러니 나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일 따름이다.)라는 것이다. 사실 장
18) Michael E. McCullohugh, “An Adaptation for Altruism? The Social Causes, Social Effects and
Social Evolution of Gratitude”, i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 17 (2008) 281-284.
19) 참조: George C. Homans, Social Behaviour. Its elementary forms , (New York: Harcourt Brace,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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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때로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예는 원조와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학자들이 더 많이 연
구했다. 부유한 협회들은 곤궁한 사회 집단을 매우 관대하고 사심 없이 아주 꾸준
하게 원조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매우 많은 자선을 베푼 일부 단체들은 그들에
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감사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선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분열적 증세를 보이거나 의심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저들
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조종당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
의 착취일 것이다.” 하는 식이었다. 특이하게도, 주는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경
우가 가장 흔했다.20) 그래서 ‘갚음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원조자’로 보이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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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사람’(machiavellico)이나 순진한 사람으로 간주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몇 가지 주장을 제기하려 한다. 이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탁월한 증여자이신 하느님과 갚음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다. 그 주장은 다음
과 같다. 진정하고 놀라운 감사가 생겨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증여자가 제시하는 표상과 선물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어떤 선행을 했는지 아는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충분치 않고 대신에
선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 정확한 표상을 형성하고 선물을 하게 된 배경 또한 인식
해야 한다.
오래전 행한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다.21) 그 실험에서는 중요한 호의를 입은 사
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 주고자 했다. 호의는 ‘관대한 원조자’(soccorritore
generoso)가 베풀었는데, 그는 ‘매우 부유하여 그런 호의를 전혀 힘들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그런 호의를 베풀기 위해 실제로 희생을 하
는’ 사람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때로는 호의가 ‘원금 상실’(a fondo perduto)의 형
태, 곧 어떤 보상이나 호의로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자를 함께
20) 의심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연구가 있다. Stroebe J. Schopler - Vaida. D.
Thompson, “The role of attribution processes in mediating the amount of reciprocity for a
fav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10 (1968), 243-250.
21) 참조: Kenneth J. Gergen - Phoebe C. Ellsworth - Christina Maslach - Matthew Seipel, “Obligation,
donor resources and reactions to aid in three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31 (1975) 390-400.

감사,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갚도록’(fosse restituito con interessi) 주어질 때도 있었다. 때로 증여자는, 가능하
다면 ‘이자 없이’(senza alcun interesse) 그의 손실을 갚아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호의를 받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관찰한 결과, 은인에게 참으로 감
사해하고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는 이들은 그들이 받은 선물이 ‘자신의 것을 잃
어버린’(si privava del suo) 사람, ‘이자를 걱정하지 않고’(senza preoccuparsi di
interessi) 갚도록 베푼 사람으로부터 왔음을 알았던 이들이었다. 아무런 어려움 없
이 선물을 주는 은인은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주고받는다는 사실에는 복잡한 지각 과정이 개입된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는 순간 즉시 어떤 성찰이 일어나는데,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
게 선물을 한 사람에 대해, 그리고 선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
니는지에 대해, 또한 이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수반하게 하는지에 대
해 표상을 형성한다.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때는 다른 이가 선물을 나눌 때 참으
로 어떤 수고로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의무적으로 따로 행
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을 때이다.
이 ‘다른 사람’(altro)은 누구인가? 그의 관대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그가 진실한 의도로 나를 도와주는지를 알아야 하고, 나의 한계와 비참함으
로 인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내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대한 의식이 언제나 선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마주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지
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어째서 자신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족에게 더
적게 감사해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혈연관계인 사람들은 서로를 심
리적으로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기에 가족들이 행하는 관대함을 관대함이라기보
다 의무로 여기는 것이다.22)
위대한 타자이며 모든 선을 주시는 분인 하느님을 향한 감사를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그분에 관해 어떤 표상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

22) 참조: Michael E. McCullough, “An Adaptation for Altruism?”,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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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초월성과 현존하시는 내재성을 어떻게 이해하
는가?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신비로운 무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
해하는가?

감사를 향한 여정

2009년에 사라 브레스낙(Sarah Breathnach)은 『혼자 사는 즐거움』(Simple
Abundance)을 출판했다. 저자는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늘 삶의 충만함에 이르
기 위한 원칙으로 ‘매일 감사 일기 쓰기’(diario quotidiano di gratitudine)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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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떤 비평가는 이냐시오의 의식성찰에 관하여 흥미로운 재발견을 하는데 이 성
찰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장 열렬한 변화의 힘’(pi appassionante forza di
trasformazione)이라고 말했다. 브레스낙의 소위 위대한 발견이란 우리 각자가 매
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삶에,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할 동기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이다.
브레스낙의 책이 출판된 뒤 단순히 내성(內省)의 한 형태로 제안한 일기가 실험
도구가 되었는데, 특히 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회적 태도로서 감사 체험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때 사용한다.
내성에 관하여 20세기의 심리학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관습적으로 ‘트라우마’
(trauma)라는 단어를 특징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안에 무의식적 과
정이 존재하고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발견은 심층 분석 활동을 크게 촉진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기초가 되
는 ‘피할 수 없는 상처들’(ferite inevitabili)을 발견하도록 이론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 역사의 근본적인 트라우마를 인정할 수 있다면
“신경증적 비참함을 보통의 불행으로 바꾸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23) 인간은 그
이상 많은 것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상 인간은 지극히 약한 자아로 충동이라

23) 이 문장은 프로이트의 『La psicoterapia dell’isteria』(1895)의 마지막 단락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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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타는 악마와 이성이라는 차가운 악마의 지배 아래서 평생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고생한다. 그러기에 다만 자기 개인 삶의
드라마를 의식적으로 너무 순진하지 않게 살아내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트라우마적인 과거를 찾는 일의 이면에는 인간이 약한 존재로서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어 방어하는 처지에 있다는 비관적 관념이 숨어 있다. 즉, 인간은 애
정 어린 돌봄을 받기보다는 인생길에 내던져진 수동적 대상으로 남들 앞에 내보
일 만한 것이 못 되는 삶의 흉터들을 지니고 산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사의 동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
다. 즉, 개인의 역사가 호의적 도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며 그 도움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만큼이나 우리의 인성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뜻한
다. 또한 인간이 다른 이들의 이타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첫 시작에서는 타자이신
하느님의 이타심으로부터) 태어나고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도움을 제
공한 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과 비
슷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내어 주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마
련해 주었다.
사람의 중요한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의무나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는 무상으로 받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
사하는 데 있다. 그러기에, 모든 개인의 성장 목표란 단순히 신경증적 비참함에서
벗어나 보통의 불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풍요
로운 이타적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해결을 향한 길은 쉽지 않다. 여러 저자들은 매일같이 감사하는
작은 행위가 지속적인 감사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라고 제
안한다.24)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이가 동의한다.

a) 무엇보다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사의 동기들은 트라우마적인 실재에
비해서 잘 지각되지 않는다. 그 동기가 인간 삶의 당연한 전제처럼 나타나는 경향
이 있고, 흔히는 자기연민적인 생각들로(“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
24) 참조: Robert A. Emmons, “Queen of the Virtues?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Reflective
Practice Formation and Supervision in Ministry , 32 (2012),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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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로막히기 때문에 잘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저 받는 것과 무
엇이 자신의 참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가에 관해 주의 깊은 성찰이 필요
하다.

b) 마음의 기억을 작동할 필요가 있다 . 감사는 관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기
에, 우리 삶의 여러 측면들을 가능케 도와주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며 함
께하도록 초대한다. 마음의 기억은 은혜를 받은 체험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되
풀이하여 재창조함으로써 길러진다. 아마도 많은 종교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 심리학적 동기는 마음의 기억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c) 마지막으로, 상호 간에, 그리고 제삼자에게 이타심의 행위를 실현해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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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비극을 무시하는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는, 참으로 감
사하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선
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곤궁한 이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신의 이타심을 당연하게 여
기는 이들에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확장된 감사의 태도를
완성하게 된다.

동일화의 모델들

마태오복음서(11,25-27)는 감사하는 마음의 가장 생생한 예 하나를 보여 준다. 예
수님께서는 실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깊이 괴로워하신 뒤에 이러한
노래를 시작하신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
니다.”
이 구절은 고양 상태를 보여 주는데, 이는 어떤 구체적 자극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뒤에 나오는 노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의심
할 여지없이 이 노래는 일시적 감정을 넘어서는, 놀라운 감사로 가득한 항구한 상
태에서 솟아 나왔다. 그것은 깊은 데서 오는 감사의 상태이며, 코라진과 벳사이다

25) 감사의 발전에서 마지막 단계를 ‘감사의 역류’로 표현한 내용은 다음과 나온다. Martin Nowark
- S bastien Roch, “Upstream reciprocity and the evolution of gratitude”, in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 274 (2006), 605-609.

감사,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

전체의 배반과 불충실도 그 기쁨을 흐리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의무도 수반하지 않는 감사의 기쁨이다. 예수님께서는 단순
하게 당신과 대화를 나누시는 하느님의 거저 주시는 관대함을 기뻐하시며, 당신을
따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질 선을 두고 기뻐하신다.
여기에는 마치 가까운 친구와 말할 때처럼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자하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 11,27)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
금 무상으로 받은 선물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관대함에 관해 말하고 모든 사
람과 피조물이 반복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지평으로 시선을 고정
하게 하는 진정한 타자성의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태
11,26)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인다.
분명 자신의 이익은 개입되지 않으며, 어떤 해석이나 의심의 여지도 없고, 오직 감
사하는 마음만이 남는다.
“이것을〔유일하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철부지들은 자기도취적인 교만과 자기연민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이다. 철부지들
은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깨닫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마음의 기억에 간직
하고 그들 역시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에게 사심 없이 좋은 증거자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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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혜 젤뚜르다 옮김 (인류학박사, 국제이주기구 제네바 본부 연구원)

오늘날 인도주의 시스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의 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많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 상황을 일컬어 ‘전대미문의 연대’(solidariet monumentale)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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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해야 할 ‘전대미문의 위기’(crisi monumentale)라고 했다. 우리는 비참한
상황으로 위협받는 이들의 인간성을 보호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1)
이 글에서는 먼저 세계 종교와 영성 전통의 가르침 가운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응답이 될 만한 가르침을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난민2)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리스
도교 영감을 살펴본 뒤, 그다음에는 정책 입안에 더 중점을 둔 윤리적 관점을 제안
*

La Civilt Cattolica , 4033 (7/21 luglio 2018), 27-37.

** David Hollenbach S.J.
1) Ban Ki-moon, “Remarks on Forced Displacement: A Global Challenge,” Speech at UN News
Centre, Washington, D.C., (2016. 4. 16). https://www.un.org/sg/en/content/sg/speeches/2016-04-15/
remarks-forced-displacement-global-challenge (접속일: 2018.11.20).
2) 역자 주: 이 글에서 ‘난민’[(이)rifugiato, (영)refugee]은 유엔 협약과 같은 국제 규범이나 난민 수용
국가가 정책 대상으로 정의한 난민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 각지를 떠돌고 있
는 사람들을 폭넓게 지칭한다. 기술적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난민(refugees), 이주민(migrants), 국
경 내 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을 포괄한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난민 개념을 따른 것
이며, 날로 복잡해지는 이주 또는 생존을 위한 이주(survival migration) 현실을 반영하려는 저자
의 의도로 보인다. 유럽 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치 담론과 이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최근 논의
는 Heaven Crawley – Dimitris Skleparis, “Refugees, migrants, neither, both: categorical fetishism
and the politics of bounding in Europe’s ‘migration cris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 Vol. 44, Issue 1 (2018), 48-64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톨릭교회의 난민 개념에 대해서는
Pontifical Council for the Pastoral Care of Migrants and Itinerant People, “Refugees: A Challenge
to Solidarity” (1992), nn.4-5,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orunum/
documents/rc_pc_corunum_doc_25061992_refugees_en.html (접속일: 2018.11.20); John Paul II,
“Address to the Diplomatic Community in Nairobi”, (6 May 1980), n. 8,
h t t p : // w 2 .va t i c a n .
va/content/john-paul-ii/en/speeches/1980/may/documents/hf_jp-ii_spe_19800506_nairobidiplomatici.html(접속일: 2018.11.20); 교종 바오로 6세, 「팔십 주년」, (1971), 17항, http://www.cbck.
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0180&page=35&KPope=&KBunryu=&key=&k
word=(접속일: 2018.11.20); Giovanni Paolo II, “Discorso al Corpo Diplomatico Accreditato Presso
la Santa Sede”, (15 gennaio 1983), n. 6, https://w2.vatican.va/content/john-paul-ii/it/speeches/1983/
january/documents/hf_jp-ii_spe_19830115_corpo-diplomatico.html(접속일: 2018.11.2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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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종교 및 영성의 접근들

근래 들어 정치 철학자 조셉 카렌스(Joseph Carens)나 난민 연구자 필립 마프릿
(Philip Marfleet)과 같은 학자들은 박해, 내전, 재난을 피해 도망하는 모든 난민에
게 국경을 완전히 개발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3) 비슷한 정신에서 현대 인권
운동에서도 이 학자들과 생각을 같이 하며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존엄성을 확
언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 조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을 두고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된다면서 갈라놓는 장벽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다.
세계 주요 종교 전통들도 이 방향성을 굳게 뒷받침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둘 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국경을 초월하는 존엄성을 공
유한다고 여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리스 레스보스섬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 이야기했다. 교종은 시리아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느
님은 인류를 한 가족으로 창조하셨다”고 확언하면서, 유럽 사회가 ‘벽을 세우기’
(erigere muri)보다는 ‘다리를 건설’(costruire ponti)하도록 초대했다.4)
유일신 전통을 가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
두 그 근원이 성조 아브라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옮겨온 이주민이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서 누리는 자유를 향한 이주, 곧 탈출기 이야기를 통해 형성
된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도 출생 직후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마리아, 요셉
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간 난민이었다. 무슬림은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3) 참조: Jospeh Carens, “Aliens and Citizens: The Case for Open Borders”, Review of Politics , 49/2
(1987), 251-273; Philip Marfleet, Refugees in a Global Era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288-290.
4) 참조: Francesco, “Discorso al Moria refugee camp di Lesbo (Grecia)”, (2016.4.16), http://
w2.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6/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60416_
lesvos-rifugiati.html (접속일: 2018.11.20); Francesco, “Incontro con la cittadinanza e con la
comunit cattolica. Memoria delle vittime delle migrazioni”, (2016.4.16.), h t t p : // w 2 .va t i c a n .
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6/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60416_lesvoscittadinanza.html (접속일: 2018.11.20); 참조: Antonio Spadaro, “Roma e Costantinopoli si
incontrano a Lesbo. L’ecumenismo delle frontiere”, La Civilt Cattolica , 3981 (14 maggio 2016),
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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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로 헤지라(hijra), 다시 말해 ‘이주’했던 해를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신앙 공동체들은 각각 그들의 종교 및 윤리적 투신을 마치 국경을 초월
하여 도달할 목표로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성 요한 23세 교종은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시민이
라는 사실로 인해 같은 인간 가족의 일원임이 상실되지 않는다.”5)고 하며, “난민들
은 자기들이 소속해 있던 정치 공동체의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나, 인간으로서의 권
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6)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 또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는 연민과 자비의 정신으로 난민들
을 포용할 책임도 들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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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을 위한 윤리적 우선순위

몇 해 전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국적이란 인간에게 ‘도덕
적으로 무의미한’(moralmente irrilevante) 특성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열린 국경
을 지지하는 윤리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7) 물론, 실제 난민 문제에
서 국가체계와 국경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에게는 전 인류를 이
웃처럼 사랑할 의무도 있지만, 가족이나 국가 구성원처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들에 대한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이 의무들 간의 윤리적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정
책 지향적 접근을 형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멀리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이어야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이들의
필요가 더 클 때는 그들이 우선이다.
가톨릭 사회 교리는 이 개념을 ‘보조성의 원리’(principio di sussidiariet )에 담
아 표현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더 작고 가까운 공동체에 특별한 의무를 띤

5) 교종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 25항,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
code=k5110&seq=400215&page=1&Cat=A&key=Title&kword=%C1%F6%BB%F3%C0%C7%20
%C6%F2%C8%AD. (접속일: 2018.11.20).
6) Ibid., 105항.
7) 참조: Martha Nussbaum,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in For Love of Country , ed., Joshua
Cohen (Boston: Beacon Press, 2002), 5. 누스바움은 후에 민족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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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진 공동체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거나 지역 공동체가
이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때 더 큰 지역 공동체 또는 국제 공동체 전체가 나서
서 도와야(subsidium) 한다.8) 보조성의 원리는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발전했지만
유엔도 이 개념을 채택했다.9) 즉 난민에 대한 일차 책임은 그들이 속한 국가에 있
지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의무는 인접 국가와 국제기관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동료 시민과 강제이주민 양쪽 모두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 어느
쪽의 의무도 절대적이지 않다. 같은 국가 시민에 대한 의무가 난민에 대한 의무보
다 항상 우선하지도 않고 그 반대가 늘 우위를 점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의무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제안하려 한다. 우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행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 의무를 살펴보고,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살펴보겠다.
오늘날 전 세계 강제이주는 대부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예
멘의 내전과 같은 전쟁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이주에 관한 소극적 의무에서 핵
심은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etica della guerra giusta)라는 전통에 있다. 이 전통
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국가의 자결권과 영토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뒤집어 말하면 소극적 의무는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
하려고 또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하려고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윤리
이다. 이런 소극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발발한 처참한 집단 살해가 소극적 의무를 위반한 예이다.
그 당시에 무력이 동원되어 투치족을 거의 전부 학살했다. 이 의무는 또한 스레브
레니차에서 잔학 행위가 일어났을 때도 위반되었다. 그곳에서는 보스니아 무슬림
수천 명이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인종 청소’(pulizia etnica)라는 명목으로 살해당
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고자 애쓸 때, 더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

8) 참조: 교종 비오 11세, 『사십주년』, (1931), 35항.
9) 참조: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 South Sudan emergency , www.unhcr.org/
en- us/south-sudan-emergency.html (접속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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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여 부당한 무력 사용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쟁’(guerra giusta)의 규범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거나 민간
인에게 부당한 이차 피해를 끼치는 것도 금한다. 이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었고 특
히 제4차 제네바협약과 1차 추가의정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최근에 발생한 강제이
주 몇 건은 이 조항을 어긴 데서 비롯했다. 2013년 12월에 발발한 남수단 내전이 일
례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남수단 정부와 반군 세력 모
두 “전쟁범죄에 가까운, 몇몇 경우에는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참혹한 행위를 저질
렀다.”고 했다.10) 이런 대혼란으로 2018년 1월까지 약 250만 명의 남수단 난민이 발
생했으며 국내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또한 200만 명 가까이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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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시리아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기본 인권 침해로 인해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강제이주가 발생했다.
이 상황을 보며 이재민을 돕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의무에 대한 물음이 떠오를
것이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루려면 지난 세기
7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족과 인종에 따라 국민을 가르고 격리한 아파르
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두고 일어났던 논쟁에서 발전한 윤리적 분석 방식을
빌릴 수 있겠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논쟁에서 일부는 이 제도를 해결할 의무가 제도를 만든
당사자,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집단에게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일
대학교의 몇몇 학자들은 전혀 다른 윤리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해악의 원인을 제
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해악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적극적 의
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12) 그들은 뉴욕 큐가든스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서 영
감을 얻은 이 접근 방식을 큐가든스 원칙(Kew Gardens Principle)이라고 불렀다.
10) Human Rights Watch, “South Sudan’s New War: Abuses by Government and Opposition
Forces”, (2014. 8. 7), https://www.hrw.org/report/2014/08/07/south-sudans-new-war/abusesgovernment-and-opposition-forces(접속일: 2018.11.20); 참조: UN, “Interi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n South Sudan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6 (2015)”, www.
southsudanhumanitarianproject.com/reports/docr-532 (접속일: 2018.11.20).
11) 참조: www.unhcr.org/en-us/south-sudan-emergency.html/ (접속일: 2018.11.20); Andrew Rusatsi,
“Il Sud Sudan. A sei anni dalla travagliata indipendenza”, La Civilt Cattolica , 4019 (2 dicembre
2017), 466-474.
12) 이는 가톨릭 윤리 신학에서 오랫동안 확실히 자리 잡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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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칼에 맞아 살해당
했는데 가까이서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고만 있을 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었다.13) 이 사건으로 유발된 대중의 분노는 많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
방관이 범죄행위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큐가든스 원칙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타인을 도울 적극적 의
무가 생긴다. (1)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필요 상황에 근접해 있다, (3)
도울 역량이 있다, (4) 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나 말고는 없다고 판단된다.
추후 논의에서 (5) 도움을 주는 이가 심각한 해를 입지 않을 조건이 추가되었다. 개
인과 국가가 이 원칙을 실행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토대로 오늘
날 이재민들에 대한 적극적 의무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움의 필요. 오늘날 시리아와 남수단의 많은 민간인에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기로 분열된 나라에 머무는 이들은 생
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런 취약함 때문에 피난길에 오른다.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가장 먼저 이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어
떻게 대응할지를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있다. 바로 분쟁이 발생한 국가의 정부와
지역 공동체가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남수단과 시리아에서는 정부와 반군
세력 모두 잔혹 행위를 멈출 소극적 의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짐을 덜어줄 적

극적 의무를 띤다.
하지만 적극적 행동을 취할 의무는 분쟁 당사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접 국가
또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라도 분쟁 사실을 인지하면 ‘지적 혹은 심리적 근접성’
(prossimit intellettuale o psicologica)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 고통을 받는 분
쟁 지역 사람들에 대해 ‘윤리적 근접성’(prossimit morale)까지 갖게 된다. 남수단
의 경우에 인접 국가들이 조직한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가 남수단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외교적 중재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13) John Simon–Charles Powers–Jon Gunnemann, The Ethical Investor: Universities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22-25. 이 사건으로 얻은 다른 통찰을 보
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Nicholas Lemann, “A Call for Help: What the Kitty Genovese
Story Really Means”, New Yorker , (2014. 3. 10), 7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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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중재 노력이 자국의 정치
경제 이해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는데, 특히 우간다와 에티오피아가 그랬다. 이 때
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선 몇몇 국가도 참여하는 확대 동아프리카정부간개
발기구(IGAD Plus)가 생겼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연합, 유엔, 중국, 미국, 영국, 노르
웨이, 유럽연합이 가입했다. 분쟁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형성된 근접성이 멀리 있
는 국가들에도 윤리적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지역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
이 결합했어도 지금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도움을 제공해왔으
며 멀리서라도 행동을 취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량 의 기준 또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응답할 적극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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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의무가 없지만 수영
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현
재 레바논, 터키, 요르단은 이미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어마어마한 부
담을 지고 있으며 추가로 난민14)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반면에 북유럽, 북미, 중동
산유국 등 부유한 국가들은 난민신청자15)를 더 많이 수용함으로써 이미 과중한 부
담을 안고 있는 시리아 인접 국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경제 정치적 역량이
더 큰 국가들은 그에 비례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의 책임도 진다. 더 많은 난민에게
입국을 허용하고, 재정착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이미 과도한 짐을 지고 있
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
다.16)
이런 적극적 의무는 ‘보호책임’(responsabilit di proteggere, R2P)이라는 윤리
및 정책 준거의 기반이 됐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을 논할 때는 비단 국
가가 기본으로 책임을 지는 인권 존중, 공공질서 유지, 사회적 화합과 국민과 그
14) 편집자 주: 이 글에서 [(이)asilo, (영)asylum]은 ‘난민’으로 번역하였다. 이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미
가 달라져서 ‘망명’이나 ‘피난처’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주 용어 사전』에서는 ‘비호’로 옮겼다. 국
제이주기구, 「비호 신청자」, 『이주 용어 사전』, 이상림 편, (고양: 이민정책연구원, 2010²), 49.
15) 편집자 주: 이 글에서 [(이)richiedenti asilo, (영)asylum seekers]은 ‘난민 신청자’로 번역하였다. 『이
주 용어 사전』에서는 ‘비호 신청자’로 옮겼으나 이는 난민법 전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에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난민 신청자’로 번역하였다. Ibid., 50.
16) 참조: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 “Greater support in countries of first
asylum needed to stem refugee outflows”, (2015, 8, 26), http://www.unhcr.org/55ddd2c86.html/ (접
속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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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물에 대한 안전보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호책임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1) 국가는 중대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다
시 말하면 집단 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인
강행법규(ius cogens)에 해당하는 권리가 침해될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2) 국
가가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국가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3) 국
가가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위의 범죄를 막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는 외교적
인도주의적 수단과 평화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국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
는다. 끝으로 국제사회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입각해야 한
다.17)
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국가수반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열띤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유엔헌장과 비교했을 때 보호책임에는 기술적, 법적 어려
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칙과 셋째 원칙은 국제관계에 중대한 의문
들을 일으킨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유엔헌장 1장 2조 7항에 명시된 국내 관할
권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 같은 헌장 7장에 규정된
형태 이외의 연합군 이용을 허가하는 국제법 조문이 아직 없다는 점 때문이다. 보
호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려면 적어도 39조를 개정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허용하는 상황에 보호책임에서 언급하는 범죄들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호책임
에서 언급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유엔이 개입할 권한을 정의하려면 2조 7항을
개정하거나 적어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어느 국가가 보호책임을
빌미 삼아 타국에 무력간섭할 권한을 스스로 부여한다면, 이는 20세기 국제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다.
보호책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여러 분쟁 상황에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일례로, 케냐에서 2007년 대선 논란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 아프리카연합, 미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중단시키는 데 기여했다. 결국 케냐 내 정치세력들이 권력 공유에

17)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보호책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
nos. 138-139. http://www.globalr2p.org/media/files/wsod_2005.pdf (접속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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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고, 내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18) 보호책임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은 잔혹 행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
하기도 한다. 그 예로 2012년 말리 사태가 벌어졌을 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프랑
스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유엔의 승인 하에 취한 군사행동을 들 수 있다. 그
리고 2013년에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혹 행위와
이재민 발생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연합의 부대가 움직였다.19) 이 두 사태
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보호책임이라는 기조가 위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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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 현재 보호책임이 얼마나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리비아에서는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잔혹 행위를 저지
르려 한다는 공포가 일어났을 때 유엔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
(tutte le misure necessarie)를 취하도록 승인했다.20)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공군을
투입하였고, 카다피의 사망과 더불어 그의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후 리비아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당사국이 청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이루려고 애쓸 때 선익보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21) 하
지만 리비아에 대한 개입이 실패한 것은 개입이 지나쳤기 때문이 아니라 완성되
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은 개입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정권 붕괴 이후에 발생한 혼돈을 막고 사회를 재건할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보호책임이 무용하다고 주장할 때도 시리아가 예로 언급된다. 시리아의 상황은
18) The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risis in Kenya, II. International
Response to Halt the Spread of Violence”, http://www.responsibilitytoprotect.org/index.php/
crises/crisis-in-kenya (접속일: 2018.11.20).
19)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활동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27 (2013),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
RES/2127(2013)&referer=http://www.un.org/en/sc/ documents/resolutions/2013.shtml&Lang=E (접
속일: 2018.11.20).
20) 참조: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3 (2011)”, nos. 4&6, http://www.un.org/en/ga/search/
view_doc.asp?symbol=S/RES/1973%282011%29 (접속일: 2018.11.20).
21) 참조: Alan. J. Kuperman, “Obama’s Libya Debacle: How a Well-Meaning Intervention Ended in
Failure”, Foreign Affairs , 94 (2015), 66-77.

난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주 모호하다. 하지만 잔혹 행
위를 당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다
고 해서 보호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시리아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는 그들을 보호할 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
적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은 물론, 그 외 국제사회의 관
계국들 역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22) 그러므로 전 세계가 이 세력
들을 외교적 차원에서 설득하여 위기에 처한 시리아 사람들을 보호할 길을 찾아
야 한다.
유럽과 몇몇 선진국에서 피신처를 찾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고려
해야 한다. 최소한,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다는 1951년 난민
협약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는 시리아 난민을 지금보다 더
많이 수용할 역량과 자원이 있다. 실제로 유럽으로 피신한 시리아 사람의 수는 시
리아 인접국으로 피신한 사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적다.
2015년 가을,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5년 동안 시리아인 2만 명을 받
아들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제 여론은 이미 레바논이 지난 2주 동안 그만큼의
시리아인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 난민의 84퍼센트가 개발도
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피신처의 25퍼센트를 극빈국가가 제공하고 있
다.23)
북반구 선진국에서 시리아의 인접국들에 보내는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 지
금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종이나 종교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혐
오증, 난민들이 신분을 감춘 테러리스트라는 잘못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이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 옹호 활동이 현대 국제 정
치의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24) 예컨대
22) 참조: Giovanni Sale, “Il ‘martirio’ di Aleppo”, La Civilt Cattolica , 3937 (1 gennaio 2017), 34-45;
Sale, “La Turchia e le ‘enclave’ curde in Siria”, La Civilt Cattolica , 4025 (3 marzo 2018), 476-490;
Sale, “The War in Syria”, La Civilt Cattolica English Edition, 1808 (26 July 2018).
23)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 2,
http://www.unhcr.org/globaltrends2016 (접속일: 2018.11.20).
24) 참조: Martha Finnemore-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 52 (1998, Autumn), 88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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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 무력 분쟁 규제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십자위원
회 같은 조직들이 지난 세기 동안 펼쳤던 인권 옹호 활동의 결과이다. 최근에는 ‘규
범 주창자들’(imprenditori normativi)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 정치 지도자들을 국
제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묻고자 노력을 더욱 기울였다. 이는 윤리적 기준이 국가
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러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몫이 있다. 프란치스
코 교종은 가톨릭 공동체는 물론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
도록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종교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이 규범
적 압력을 가한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단지 일부만 행했던 책임을 실
108

행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긴
급하다. 응답 또한 지체 없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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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이진현 라파엘 S.J. 옮김

2018년 9월 22일 교황청 공보실은 성좌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잠정합의문에 서명
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실상 화음을 잡아 놓는 단계로 이해하는 편이 유익하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전개해야 할 전체 작곡의 도입부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는 한
과정의 완결이 아니라 실상 출발점으로서, 합의문을 검증하고 개선하면서 실행
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중국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면서 또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
화를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표명해 온 프란치스코 교종의
최근 행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소망이 전임자들의 활동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임 교종들이 닦아
놓은 사항들을 진전시키는 데 열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다음 필자는 합의문의 의
미와 그 논리 및 합의문을 뒷받침하는 태도를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이 합의문 체
결이 촉진할 긍정적 도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을 향한 교종 프란치스코의 염원

2014년 8월 14일, 사도적 순방을 위해 한국을 향하는 프란치스코 교종을 태운 알
리탈리아 항공기가 중국 상공을 통과했다. 교종의 중국 영공 진입이 허가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교종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전문을 보냈다. “중국 영공으
로 들어가며 주석 각하와 인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중국에 평화와 안
녕을 위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2일 『아시아 타임스』(Asia
✽

La Civilt Cattolica , 4039 (6/20 ottobre 2018),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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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에 실린 중국학자 프란체스코 시시와의 역사적 대담에서 교종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중국 상공을 처음 통과할 때 [수행원들이] 저에게 알려 주었습
니다. ‘10분 후에 중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저희가 [중국 측에] 성하의 인사를 전하
겠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때 상당히 벅찼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자주 올라오지 않
는 감정입니다. 풍요로운 문화와 지혜의 땅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교종은 중국 영공을 지날 때 느낀 감정을 되살
려 중국 주석에게 두 번째 전문을 보냈다. “주석 각하와 인민들께 다시금 축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 땅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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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공을 세 번째로 통과한 것은 2015년 1월 18일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
할 때였다. 이때 교종은 중국 주석에게 전문을 보내 인사했다. “주석 각하와 모든
중국 인민을 위한 기도를 약속드리며, 여러분 위에 화합과 번영의 축복이 풍성하
게 내리기를 염원합니다.” 전문을 보내고 몇 분 뒤에 시작된 기내 기자회견에서 교
종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가고 싶으냐고요? 물론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기
꺼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을 존중합니다. 다만 교회는 선교와 활동을 위
한 자유를 추구할 뿐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에 관한 핵심
문헌,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종이 중국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서한은 지금도 시의성을 띱니다. 다시 읽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성좌는 중국과
의 만남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중국인들을 진정 존중하기 때문입니
다.”
교종은 이렇게 너무나 상징적인 ‘공중 교량’(ponte aereo)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교섭하려는 열망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고 우호 관계
를 재개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교종은 2015년 9월 27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세계에 훌륭한 문화와 여러 좋은 것을
선사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전에 한 번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중
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연락을 해 왔고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가 풍성하고 또 유익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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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중국 같은 나라와 친선하게 지낸다면, 저라면 기쁠 것입니다.”
예수회원 교종이 중국에 대해 갖는 관심의 뿌리는 앞서 소개한 『아시아 타임스』
(Asia Times)의 시시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제게 언제나 위대
함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나 한 국가이기 이전에 무진장한 지
혜를 간직한 위대한 문화의 보고입니다. 어린 시절에 중국에 관해 읽은 내용은 무
엇이든지 제게 경이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나중에 저
는 마테오 리치의 삶을 배웠고 그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
로 경탄이지요. 그가 어떻게 이 거대한 문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대화할 수 있었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치는 중국 문화를 ‘만날’(incontrarla)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교종의 미얀마 및 방글라데시 방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원하는 그리고 이미 행하고 있는 새로운 역할을 교종이 누
구보다 처음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는 다카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기내 기
자회견에서 교종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북경은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갖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중국과 접한 미얀마 국경이 몇 킬로미터
인지 알지 못하지만,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중국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중국과 국
경이 닿은 나라들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주변국도 우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웃이니까요. 진전을 바란다면 이 방법이 현명하고 외
교적으로도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이 전 세계에도 강한 세
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 관점에서 보면 풍경이 바뀔 수 있습니
다.” 게다가 중국이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를 생각할 수 없다
는 사실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상업 전쟁과 분노한 영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 성찰은 더욱 큰 가치를 띤다.
중국도 교종의 미얀마 및 방글라데시 방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
목할 만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언론, 특히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The Global Times)도 교종의 방문을 보도했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에 교종에 관하여 여러 기사를 냈고, 2017년 2월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크게 실었다.
다카에서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에서도 교종은 언젠가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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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원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로 중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요.
중국과는 문화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화에 관해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지금처럼, 섬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천천
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하면 모두에게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방문하게 되기를 바랍
니다.”
중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교종은 ‘다른 관점에서 풍경을 보면 인식이 바뀔 수 있
다’는 흥미로운 표현을 들어 말했다. 교종은 ‘정치적으로 건설적인’(politicamente
costruttive)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베르골료의 ‘자비의 외교’(diploma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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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a misericordia)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 표현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교황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

가톨릭교회와 중국의 관계는 그 역사가 매우 복잡하다. 그리스도교가 처음 중
국에 전해진 것은 천 년도 더 전이었는데 오래가지 않았다. 시리아 수도승 알로펜
(Alopen, 阿羅本 lu b n)이 7세기 당나라 시대에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전했고 수도원과 교회를 여럿 세웠다. [경교景敎라 불렸던] 네스토리우스파 신앙
은 13세기 몽골이 다스리던 시기에 재등장하지만 14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다. 프란치스코회 조반니 다 몬테코르비노 주교가 북경에 있는 몽골인들에
게 복음 선교를 시작했으나 1368년 몽골의 원나라가 멸망한 뒤 선교 활동이 중단
됐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처음 도착한 것은 1582년 명나라 시기였다. 마테오 리
치와 동료들이 청나라 초기(1644)에까지 활동했다. 그런데 제사 논쟁이 불거지면
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중국에서 추방했고 그 상태가 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 제
사 논쟁 이전에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높았고, 조정 관리, 황실 가족, 학자들을 포함한 중국 사회 대다수로부터 대단히 존
경받았다. 그 결과 신자 수가 늘었다.
곧바로 근대로 넘어가면, 제1차 아편전쟁(1839-1842) 이후 중화제국의 세력이 약
해지고 서구 열강들에게 유리한 ‘불평등조약’(i trattati ineguali)을 맺고 있을 때, 가

교황청과 중국의 합의

톨릭 선교지에 대한 프랑스 보호권이 설정되어 외국인 신자들과 중국인 신자들
모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가톨릭과 프랑스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외
세의 종교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인처럼 여겨 증오 정서가 일
어났다. 이 증오가 결국 1900-1901년 ‘의화단운동’(la rivoluzione dei Boxer)과 함께
비극적으로 폭발하여 가톨릭 신자 약 3만 명이 학살당했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
난 뒤 1860년에 베이징조약으로 그리스도교 선교 활동이 더 확대될 수 있었고 예
수회는 두 번째로 중국에 진출했다.
1912년에 청 제국이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개국했다. 1922년에는 비오 11세가 첼
소 콘스탄티니를 초대 교황사절로 지명하여 중국에 파견했다. 그는 1924년에 상
하이 지방공의회를 열어 최초의 중국인 주교 성품을 준비했다. 그리하여 1926년
로마에서 중국인 주교 여섯 명이 성성되었다. 1946년 비오 12세는 세계대전 종전
후 첫 추기경 회의에서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톈겅신(田耕莘) 토마스를 최초
의 중국인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중국 교계제도가 설정되었다.
교황청 연감에 지금도 실린 내용에 따르면 대교구 20개, 교구 85개, 지목구 34개
가 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새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중화인민공화
국이 수립되었다. 1951년 1월 종교국이 설치되었고 1950년대 전반기에 외국인 가톨
릭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1957년 ‘중국 천주교 애국회’(Associazione patriottica
dei cattolici cinesi. 이하 ‘애국회’)가 창설되고, 1957년 말에서 1958년 초 교종의 위
임을 받지 않은 주교 서품식이 처음 거행되었다. 1966년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을
일으켜 종교 예식과 활동을 전부 금지하고 경배 장소를 모두 폐쇄했다. 애국회 회
원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1978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교종이 되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부상하여 개혁을
시작하던 시기와 겹친다. 1979년 종교 분야에서 개방의 첫 징후들이 나타났다. 문
화혁명이 끝난 뒤 새로운 상황을 맞은 많은 ‘애국’(patriottici) 주교들이 드러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로마의 승인을 요청했다. 2007년에 바티칸 중국위원회는 회의
를 하고, 최종 언론 보도문에서 “거의 모든 주교와 사제가 로마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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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성좌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떠올랐다. 특히 중
국에서 불법 주교 서품식이 있었고 로마에서는 10월 1일에 의화단 운동 때 순교한
120명에 대한 시성식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10월 1일은 마오쩌둥이 톈안
먼 광장에서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절이었다.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2001년 그레고리
오 대학교에서 열린 마테오 리치에 관한 학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가 노력 중 하
나였다.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메시지에는 ‘과오들’(errori)에 대한 인정과 머잖아 ‘성
좌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
란다는 희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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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가톨릭교회의 주교, 사제, 봉헌생활자, 평신
도들에게 보내는’ 베네딕토 16세의 서한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풍부한 사목 지침
이 담겼다. 그는 교회 일치를 강조하며 정부 당국과 대화하려는 바람을 드러냈다.
베네딕토 16세는 2001년 10월 24일 요한 바오로 2세가 전한 메시지를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저는 중국 국민 전체에 진심 어린 존중과 우정의 마음을 지니고 그들이 겪는 사건들
을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보며, ‘교황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형태들이 곧 수립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힙니다. “우정은 자주 만나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연대와 상호 도움을 실천함으로써 길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의 존경하는 선임 교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교황청은 전체 가톨릭교회의 이름으로, 또한 제가 확신하듯이 온 인류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중국 당국과 어떠한 형태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과거의 오해를 극복하고 나면, 그러한 대화로 우리는 중국인들의 선익과 세계 평
화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양쪽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

1) 편집자 주: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서한, 「중화 인민 공화국 가톨릭교회의 주교와 신부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교황 서한」, (2007.5.27.), 4항,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
asp?p_code=k5150&seq=401655&page=7&KPope=%BA%A3%B3%D7%B5%F1%C5%E416%BC%
BC&KBunryu=&key=Title&kword= (접속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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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주교들이 자기 지역 교회에서 선출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해졌다. 많은 경우 이 후보자들은 로마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 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합법화 과정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명의 주교
들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변칙적으로 지명되었고, 마찬가지로 바티칸의
승인이 없는 채 지명되었던 주교들에게 서품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자동 파문되
었다. 그러나 나중에 수십 년에 걸쳐 이 주교들과 로마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 주교들과 성좌는 이들의 임명을 인정하고 교구 재건과 교
회 생활 재개를 계속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도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선명한 형태를 띠리라는 희망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종의 직분을 맡았을 때부터 중국인들에게 생생하고 따뜻
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교황청과 중국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새롭고도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서로 접촉이 늘었고 더 안정되
고 효율적인 연락 경로를 갖게 된 듯하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성 요한 바오
로 2세, 베네딕토 16세와 같은 길을 걸었다. 현재 체결된 합의문은 베네딕토 16세
당시에 정교하게 작성된 본문에서 최소한의 변화만 있다. 물론 이는 미래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이다. 또한 공식 외교 관계와 상관없이 체결된 합의임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이다.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은 처음에 언급한 『아시아 타
임스』(Asia Times)에 실린 시시 교수와 프란치스코 교종의 역사적인 대담에서 비
롯되었다. 교종은 무엇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반드시 타협을 맺
고야 말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의미라고 말했다. “‘자, 우리가 여기까
지 왔는데 서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계속
해 봅시다.’ 이것이 쌓아 나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9월 22일 합의문에 담긴 논리이다. 과거의 오해를 극복하며 진전을
이루고 서로 경청하며 함께 전진하겠다는 분명한 결정이 담긴 단계이고, 작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나아가는 방식은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겠지만 방향은 올바
로 취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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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의미

중국과 교황청의 대화는 1986년부터 30년 이상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전
들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는 오히려 양측이 신중
하게 한 발짝씩 걸어온 여정 중에 이루어진 중요한 일보 전진이다. 이 진전 사항들
은 성좌의 위임 없이 서품 받았던 중국 주교들에게 온전한 일치를 인정해 주고 앞
으로 사목자를 어떻게 임명할지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중국 영토에 교구를 신설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교황청이 만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주교 임명 권한을
중국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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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교회는 주교 임명 권한을 넘기지 않았다. 교회의 역사는 오히려 주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력과 합의를 추구해 온 역사로 볼 수 있다.
일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맺은 협정에는 임명된 주교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 정부가 주교 임명에 관해 조언
하거나 심지어 임명할 권한까지 갖는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독일 바덴주와
바이에른주, 볼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아이티, 이탈리아, 모나코, 페루, 폴란드
등이 그러하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수 세기 동안 워싱턴이 아니라 교종에게 충
성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경멸적 의미에서 ‘교황주의자’(papisti)라고 불린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
편에 섰다는 의심을 받았다. 교황청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주교 지명에 관
해 합의했고 큰 문제나 반대는 없었다. 지금은 중국과 교황청 모두 호의적이다. 장
기적 안목과 균형을 갖추고 지역 공동체에 잘 융화되는 후보를 찾는다면 분명 양
쪽 모두에 선익이 될 것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교황청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1801년 정교조약을 돌
아보자. 이 협정은 근대국가와 가톨릭교회, 시민사회와 종교 간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더 굳건하게 일치를
이루었고, [대혁명 후] 가톨릭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갈랐던 헌법으로 인한 교회 분
열이 종식되었다.
중국과 교황청의 이번 합의를 따로 떼어 생각하거나 협상 과정의 최종 결과로

교황청과 중국의 합의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되고 검증될 점진적 대화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오해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중국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교종과 일치를 누리는 데
방해를 받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단계이다. 2018년 2월 3
일자 『바티칸 인사이더』(Vatican Insider)에 실린 잔니 발렌테와의 인터뷰에서 피
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거듭 말한 바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상반되는 원칙과
구조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갈등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
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가고 중국 고유의 맥락에서 복음화 사명을 함께 이루
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사목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애국회가 반세기 넘게 중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조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이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났고 다시 변화를 겪을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그들 자신도 이를 이해하는 듯하다.

세계 지도에 담긴 사고방식

중국과 교황청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사목적 성격을 띤다. 그 목적은 교
회로 하여금 내부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관계된 모든 이의 선의로 그 갈등을 극복
하여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는 것이다. 분명 이 합의는 갈등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7년 2월, 『치빌타 카톨리카』 이탈리아판 제4000호에서
중국을 온전히 사랑했던 마테오 리치[利瑪竇, 1522-1610]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른 살 때 중국으로 파견된 이 예수회원은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대륙
과 섬을 묘사한 훌륭한 세계지도2)를 제작했다. 지명과 간략한 설명이 들어간 이
지도 덕분에 중국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리치의 세계지도는 다른 문명과 중국 민족을 이어 주는 역할을 했다. 사실 세계지
도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문명들을 이어 주는 다리와 같
다. 지금처럼 벽과 장애물로 분열된 세상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땅의 이상이 우

2) 역자 주: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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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이미지를 사용
하여 지구 상 ‘인류 문명들의 여정을 장대한 유전자 지도’(magnifica mappa
genetica del cammino delle civilt umane)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다채로운 빛
깔이 담긴 팔레트처럼 여러 문명이 ‘더 넓은 교류와 상호 학습’(maggiori scambi e
apprendimento reciproco)으로 풍성해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고 덧붙
였다. 이 연설은 이른바 ‘문명 충돌론’(scontro di civilt )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주석은 공자 시대의 인물인 안자(晏子)를 인용하면서 장단, 리듬, 정감, 곡조,
양식 등을 결합한 음악 이미지를 사용했다. “같은 곡조를 한 가지 악기로 계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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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다면 누가 참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오늘
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인종, 피부색, 종교, 사회 체제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
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공동 운명으로 살아
가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도 팔레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야만적인 충돌’(incivilt dello
scontro) 대신 ‘만남의 문화’(civilt dell’incontro)를 제시했다. 교종은 시시 교수와
의 대담에서도 “서양과 동양, 중국 모두 평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능력과 힘을 지니
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종이 생각하는 균형이란 얄타회담처럼 타협과 분할의 결
과가 아니라 대화의 결실이다. 게다가 교황청과 중국이 합의하기까지의 여정은 국
제 정세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얽혀 있음은 더욱 분명하
다. 이 역사적 여정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적 태도는 지정학적 역동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는 종종 우려되던 파국적 전망을 피할 수 있으리라
는 희망도 있다.
한편, 9월 22일 합의서는 ‘보증인’(protettori) 없이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
실 교황청이 강력한 서구 세력에 서기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을 거스르는 행위였
다. 이런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고 그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러
나 교황청은 비오 11세가 교황사절로 지명했던 첼소 코스탄티니의 교훈을 암묵적
으로 따른다. 첼소 추기경은 외국 선교 보호권 형식으로 중국 가톨릭 신자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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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방법은 전부 사양했다.
교종과 시시 교수의 대담은 중국 주석을 향한 중요한 소망으로 마무리되었다.
거기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인류의 선익을 위해 모든 정치인에게 줄곧 표명하던
소망이 드러난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전진하기를, 우리 공동의 집과 민족들을 돌
보기 위해 모든 이와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 구축

또한 서구와 중국 간 관계의 역사에 식민주의와 서구 제국주의로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역사
속 이 상처로 인해 문제와 불안 및 서로 간의 두려움이 야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중국과 교황청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신뢰야말
로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마테오 리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우정’(amicizia)을
염두에 뒀다. 1601년 리치는 중국과 서양의 지혜를 한데 엮어 우정에 관한 소고3)를
썼다. 이 저술은 명 황실 관리들과 학자들이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를 접하는 계기
를 마련했다. 다른 한편 예수회 신부들에게도 중국의 위대한 지적 전통을 이해하
고 대화할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신뢰는 대화의 실존적 힘에 기초를 둔다. 대화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때로는 큰 헌신이, 또 때로는 고통도 요구된다.
리치는 이렇게 썼다. “벗을 자기 자신처럼 여길 때, 멀어진 이와 가까워지고, 약
한 자가 강해지고, 불행한 이가 행복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된다.”4) 신뢰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신뢰로 힘을 얻는다. 신뢰가 상처를 치유한다. 박해가 초래한 아직 아
물지 않은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한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것은 ‘목
적지’(meta)라기보다 ‘길’(via)이다. 일치가 갈등보다 우월하다고 깨달아 가는 길이
다. 이 변화의 여정이 파괴적이고 이겨 내기 어려운 갈등으로 막혀서는 안 된다. 신
3) 역자 주: 『교우론』(交友論, Trattato sull’Amicizia).
4) 역자 주: 마테오 리치, 『교우론』(交友論, Dell’Amicizia), 43항: “벗을 자기 자신처럼 여길 때, 멀어진
이와 가까워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불행한 이가 행복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된다.” (親友如己
者, 則遐者邇, 弱者强, 患者幸, 病者愈). 주해는 다음을 참조: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우정, 종교간
대화의 토대 – 중국 유학자들과 초기 예수회 선교사들」, 『치빌타 카톨리카』, 제2권 (2017, 여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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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는 또한 자전거를 탈 때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알맞은 속도로 멈추지 않고 앞으
로 나아가게 해 주는 올바른 수단이다.
마르티노 마르티니(1614-1661)가 자신의 『구우편』(逑友篇, Trattato sull’Amicizia)
에서 바다와 항해, 난파의 은유를 사용하여 우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정에는 미와 고통이 있다. 화해와 대화가 장애와 과오를 극복하는 신뢰
에 기초할 때 이것이 ‘회심’(conversione)의 심오한 형태가 된다. 우리는 모두 여기
로 부름을 받고 있다.5)
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정이라는 주제에 기대어 중국을 언급했다.
중국인들을 향해 교종이 느끼는 공감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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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교회의 상황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리고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오늘날 여정을 계속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도전들

지금껏 [중국] 교회 논쟁의 상당 부분이 내부 분열과 긴장으로 초래되었다면, 이
최초 합의 덕분에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사목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당면한 사목 과제를 전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하지만
5) 역자 주: 마르티노 마르티니, 「우정에 관한 소고」, 『구우편』(逑友篇, Trattato sull’Amicizia): “우정
은 사랑의 바다이다. 항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파도가 잔잔할 때에는 배들 이 조용히 전진하지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면 수많은 배들이 뒤집히고 비참하게 가라앉는다. 바다
의 모습은 한결같지 않다. 항해하는 이들은 그래서 조심스럽고 주의 깊고 신중하다. 사랑의 바다
를 건너는 이도 마찬가지이다.” (友者愛之海, 最難遊也. 浪恬按平, 舟怡然入海洋; 狂風快起, 拱濤浦
浩, 多覆 溺憂. 海性無恒, 航海者固兢兢戒謹也. 渡愛海者亦然);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에 사랑만큼 강력한 것도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사로잡을 줄 알고 이 사랑을 받는 이
에게 자기 자신을 선사한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상황이 호의적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이 곁에 있기 위해서라면,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행한다.” (愛旣全得於心, 無事複强也. 善奪愛者之心, 而獻之於己 所愛焉. 故眞愛
無懼, 不顧事勢難易, 莫不奮身以就所愛, 而拯其急也); 우정은 다른 무엇보다 탁월한 “덕과 정의로
부터 기인하는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交有疆域, 惟德惟義. 求非義者, 越其界矣);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고 나의 벗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육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벗은 내 영혼을 사랑한
다. 그러므로 우정은 덕을 돕지 육신을 돕지 않는다.”(有愛我者, 有友我者. 愛我者, 好我之身; 友 我
者, 好我之心. 故友者, 德之助, 非身之助); 리치와 마르티니가 겪은 우정과 대화, 고통과 회심을 스
파다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회심으로서의] 고통의 경험은 마테오 리치에게도 마르티노 마르티
니에게도 자신의 삶 자체를 뒤엎고 뒤바꾸는(con-vertire) 것이면서 또한 유학자들의 마음을 바
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예수회원들은 타인과의 화해와 대화의 태도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
한 채 자신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뒤흔들고 바꾸어가면서 중국인들의 전통을 향해서 자신을 돌려
세웠다.” 주해는 다음을 참조: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우정」,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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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과 지난 2년간 『치빌타 카톨리카』에
서 스무 편이 넘는 기사를 통해 다뤘던 주제 중 몇 가지를 살피면 유용할 것이다.
적어도 깨어 있는 정신과 희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영적 도전: 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보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알기로 중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국제 사회
의 시선을 끌었다. 이 경제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와 국민들은 다양한 전통과 영
역에 걸쳐 실존적 의미 부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 모색의 ‘그리스도교적 방식’(via
cristiana)은 현재 중국 내 사회 정치 및 교육적 논의의 실질적인 주제이다. 사실 발
전과 경제 성장은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 신앙과 영성은 인간의 의미가 무엇
인지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 가치와 열망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모든 분야에서 삶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
신의 전통과 문화에서 멀어졌다. 더구나 많은 중국인의 생각과 행동은 전통 관습
과 영적 가치와 상충하고 있다.
중국 가톨릭교회는 어떠한 복음화와 봉사 형태로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교회는 이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치적’ 도전: 중국 가톨릭교회는 또한 공산당과 그 이념과 관련해 자신의 역
할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가 항상 당의 정치와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에서 선교와 사도직을 계속하기 위한 해결책
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시 교수는 이탈리아 일간지 『일 수시디아리오』(Il
Sussidiario)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핵심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상적인가 악한가가 아니다. 교종이 말했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당연히 위험을 감행한다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교종이 늘 말한 대로 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면 더 나쁘다.”
요컨대 중국의 문화적·전통적 가치와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가치에는 공통점이
많다. 중국 사회와 교회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며 공동선
을 모색하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내부 분열의 도전: 우리는 이른바 ‘공식 교회’(ufficiale)와 ‘비공식 교회’(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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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ficiale) 공동체를 둘러싸고 많은 긴장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쪽 다 자신
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고통이
미래에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영영 과거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복음이 중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되려면 양쪽 모두 새로운 단
계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회심이 필요하
다. 공동체들 간의 구별과 관계는 여전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대도시
젊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런 구별과 관계가 금방 지나가는 일이고 그들과 상
관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 가톨릭 신자들은 정부 당국과 관계에서 생기는 이러한 분열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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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분열과 어려움은 여전
히 중국 가톨릭교회의 앞길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 공동체는 분
명히 더 적극적이고 내부 긴장의 부담이 덜하다.
‘공식 교회’(ufficiale)와 ‘비공식 교회’(non ufficiale)로 불리는 두 공동체는 과거
의 증오와 상처가 자신들의 삶을 제약하고 앞에 놓인 사명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긴장과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 주교들과 사제들은 권력과 특권을 위해 충돌
하기보다 중국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단합하고 협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가톨릭교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교회 화해가 가능
해질 것이다.
그래서 파롤린 추기경은 잔니 발렌테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도전 과제를 요
약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들을 치유
하려면 자비의 향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크든 작든 희생을 요구받는다
면, 정치적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더 큰 이익, 곧 그리스도 교회의 선익이라는 복
음의 관점을 따랐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목표는 “중국 교회에
서 이 주교들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지하 출신’이냐 ‘정부 공인’이냐에 관
해 더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형제들 서로가 만나서 협력과 일치의 언어를 다시 배
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거쳐 온 단계와 앞으로 이어질 단계들에 수반되는 목
표와 희망으로 남아 있다.
‘중국화’의 도전: 중국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중국 가톨릭교회는 그 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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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가치를 토착화시킴으로써 온전히 가톨릭적이면서 또 온전히 중국적이 되
도록 요구받는다. 중국적 특성을 취하면서 토착화 과정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교회는 풍부한 미술과 음악, 문학과 시의 역사를 가지고, 중국 문화와 전통과 대
화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인용한 유네스코 연설에서 중국 역사에 종교가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000년 동안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등
중국에 여러 종교가 전래되어 중국의 음악, 그림, 문학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무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거장 화가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중국에서는 랑쉬닝(郎世寧)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의 공헌만 언급해도 충분
하다. 그는 1688년 밀라노에서 태어나 1766년 북경에서 사망했는데, 그를 대단히
높이 샀던 건륭 황제로부터 황실 장례식의 예우를 받았다.
최근 한 가지 특별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몇 년 동안 중국 지도부에서 중국 영
토 안에 있는 종교들에 ‘중국화’(Zhongguohua )를 수차례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2015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나타나지만, 2017년 10월 제19차 공산
당 전국대표대회 전후로 더 많이 언급되었다. 주석은 전대 개막식 연설에서 이렇
게 선언한다. “우리는 종교 문제에 관한 당의 기본 정책을 온전히 이행할 것이며
중국에서 종교는 중국 지향성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고 당은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종교가 정치기구의 단순한 수단이 되는 데 그칠 수 없듯이, 정부가 종교 단체들
과 신자들에게 바라는 의무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아마도 서로가 대면하며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유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처음
의 유대교적 체험과 문화를 뛰어넘어 보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 문화에 깊
이 스며들었던 것이 근본적 변화였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제국의 세계를 변화시
킬 만큼 교회의 삶과 선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제국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로마에서부터 당시 넘을
수 없었던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적 범주로 사고했다. 그리스도교를 중국적 범주로 사고한다면 어떤 의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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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요제프 라칭거가 추기경 시절에 쓴 『지상의 소금』(Il sale
della terra)이라는 대담집 중국어판 서문에 적은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중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단지 소수 종파
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되어 오래 지속되는 응
답이 될 수 있는가? 유대교에서 이교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라틴 그
리스도교가 생겨난 것처럼 언젠가 아시아 또는 중국식 그리스도교가 생겨날 것
인가? 또는 고대 후반기 때 게르만과 슬라브식 유럽 그리스도교처럼 등장할 것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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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도전: 중국 땅에서의 신학적 성찰은 의미가 있다. 전통 유교와 도교의 맥
락에서 신학은 중국 사상과 정서의 위대한 전통을 그리스도교와 긴밀하게 연결하
고자 한다. 중국의 위대한 지혜와 철학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교 또한 중국식 용
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형성된 고대 도교의 철학적이고 신비한
교리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도덕경』에서 중국 사상으로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적절한, 그리고 반대로 그
리스도교 메시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심화시키는 데에도 아주 적절한 몇 가지 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60년대 말 예수회 클로드 라르 신부가 그리스도교
에 입각해서 쓴 도덕경 주석을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특정 논리
나 단일한 철학 비전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해방하신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단순하고 강렬하면서도 분별 있는 도덕경 영성의 핵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써 나가야 할 미래

9월 22일의 합의에 따라 중국 교회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쇄신하는 데 힘쓰고
종교적 메시지와 열심한 자선 활동을 통해 중국인의 선익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
여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가톨릭 신앙 고유의 보편성을 고려
하여, 토착화 과정을 거쳐 현지화하고 온전히 중국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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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전히 중국적이면서 온전히 가톨릭적으로 된다. 이것은 첼소 코스탄티니 대주
교가 교황사절로 중국에 파견되어 지낸 시기(1922-1933)부터 줄곧 교회가 제안해
왔던 목표이다.
우리는 이 합의를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합의를 맺었다고
해서 중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과제는
남아 있지만, 양측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분명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긍
정적인 일이다.
가톨릭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의를 바라면서 무엇을 요청했는가? 파롤린
추기경은 앞서 언급한 대담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는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
도로 평온하게 고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 외에는 다른 무엇을 요청하지 않으며,
오랜 대립의 시기를 확실히 끝냄으로써 더 큰 신뢰의 공간을 열고 가톨릭 신자들
이 중국 사회 전체의 선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제는 또한 2016년 5월 22일 주일 삼종기도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전한 말
로 잘 요약된다. “중국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고귀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자비와 화해의 구체적인 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만남의 문화와 사회 전체의 조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조화는 중국인들
이 무척 애호하는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합의라는 새로운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우
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보면, 파롤린 추기경이 최근 총회에서 언급했
듯이 “우리 모두 친밀감, 존경심과 겸손, 무엇보다 기도로, 중국 교회의 여정에 동
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하느
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건전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중국 천주교 신자
들이 가톨릭 신앙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기를 고대한다. 그들이 예수
님께서 정하시어 반석이 된 베드로에게 더더욱 확실하게 고정되기를 고대한다. 그
들이 온전히 중국인으로서, 참되고 고귀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영예로
운 모든 것을(필리 4,8 참조)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얕보지 않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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