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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의 복음화와 성경의 역할

LA BIBBIA NELL’EVANGELIZZAZIONE DEL MONDO MODERNO✽

사베리오 코라디노 S.J. - 잔카를로 파니 S.J.✽✽
임숙희 레지나 박사 옮김 (엔아르케성경삶연구소)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1)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
에서 말씀 선포에 할애한 장을 이런 말로 마무리한다. 이 페이지에서 말
하는 내용은 단순한 동시에 복잡하다. 성경이 없으면 참된 복음화가 가
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하니 단순하다. 그러나 교회가 긴 역사 동안
왜 성경을 ‘상실’perso 했는지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교종은 단
언한다.

하느님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것은 강론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화는 말씀
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
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
씀이 반드시 ‘점점 더 온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게’2) 하여야 합니

✽

La Civilt Cattolica , 4035-4036 (4 ago/1 set 2018), 209-222.

✽✽ Saverio Corradino S.J. - Giancarlo Pani S.J.

6

1)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74항.

2)

베네딕토 16세, 『주님의 말씀』, 1항.

현대 세계의 복음화와 성경의 역할

다. ⋯ 성경 연구는 모든 신자에게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하느님
을 눈먼 채로 찾지 않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
에게 계시되지 않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없기’3)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74-175항)

사목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우선적 위치

성경의 우선적 역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미 권고되었다.4)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종의 권고는 그 역할을 새로운 정신으로 성찰하도
록 우리를 초대한다. 복음화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목은 성경을 첫자
리에 놓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
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더
넓은 인류와의 관계 안에 성경을 놓아야 한다.5)
성경을 우선시하는 것은 제도 교회를 과거보다 덜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는 곳이 바
로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
하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회라는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떠한 긴장도 존재
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경과 교회는 한데 수렴되고 뿌리부터 조화를 이
룬다. 그리고 둘을 동시에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된다.

3)

베네딕토 16세,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 제1차 전체 회의 묵상 자료」,
2012.10.8., Acta Apostolicae Sedis 104(2012), 896.

4)

참조: 『하느님의 말씀』, 21-22항.

5)

참조: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27항; 문화와 관련해서는 13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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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읽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
을 함께 경청하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주님이 당신 백성과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일상의 몰이해와 오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6) 이런 신앙의
움직임에 반드시 교회에 대한 과소평가가 담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움직임에서,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하느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상호작용이 저절로 드러난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을 전
하시고, 그들은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이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의 진정한 신원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열린 주제다. 성경과 교회, 하느
님의 강생인 성경 말씀(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과 강생하신 말씀의 확장인
교회 사이에는 유사성과 보완성이 있다. 성경은 요시야 임금 때에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된 책으로 처음 기록에 등장한 이후로 구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7) 또한 구원 역사 전체에 걸쳐 말씀과 사건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사건은 말씀을 증명하고 구체화했고, 말씀
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의 영속성을 보여 줬다. 교회가 성경 말
씀에 귀를 기울이는 적절한 장소라는 확신이 그런 체험에 내재하여 있

8

6)

참조: Ibid., 137항. 교종은 성찬례의 맥락에서 이를 단언한다. 교회를 모국어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로 설명하는 139-140항도 참조.

7)

참조: 2열왕 22,3-23,30. 예레미야서 11장도 요시야 개혁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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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성경의 현 위치

우리 신앙 감각에 따르면 성경이 복음화의 첫자리를 차지한다. 왜 그
럴까? 이 질문에 응답하려면 수고스럽지만, 현대인의 양심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 주는 노력을 피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반
드시 본보기들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우리에게 처음 나
타났을 때처럼 그 본보기들이 지녔던 설득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더
라도 그러하다.
신약성경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많이 제공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남몰래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과 실마리가 없다고 생각되
던 해결책들을 뜻밖에 신약성경에서 발견한다. 예를 들어, 로마서 시작
부분(1,18-32)에서 종교적 타락이 윤리적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임을 읽게 된다. 무분별한 성생활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인간의 타락
은 종교적 배반의 결과다. 그 타락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선에
대해 인간이 불충했기에 받은 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치 않은 진술을
맞닥뜨린다. 그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겪는 경험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체감되는 주제다. 즉, 신앙 체험이 우선

8)

참조: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15항; Enzo Bianchi, Nuovi stili di

evangelizzazione , (Cinisello Balsamo, Milan: San Paol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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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체험을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일로 축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윤리 규범은 신앙 체험의 결실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윤리 양심보다 신
앙 체험이 우선한다는 점은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야기에서 이미 드러
난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
며, 윤리 관습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자세 또는 미성숙을 그 충실성으로
상쇄한다.
사실 구약성경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날에도 온전히
읽히며 매우 유용하다.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주도성이 발휘된
다. 그분의 주도성은

(이집트 탈출 서사에서만 예외적으로 드러난)

기적 행위가 아

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 드러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
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도 아주 친숙하다. 또한 구약성경에는 인
간의 나약함, 권태, 헛된 열정,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기꺼이 떠맡으려다
가도 시들어 버리는 모습이 표현된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
리고 인간 집단으로서 우리 자신의 역사를 발견한다.
흥망성쇠, 충실성의 도약과 배신, 열렬한 충실성과 배신이 담긴, 그리
고 기다림, 속죄, 기쁨, 실망의 세월이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시대
에나 해당되는 영속적인 모델을 구성한다. 이 안에서 우리 삶과의 유사
점, 대조,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제안, 희망이나 환희의 이유, 위로의 기회
를 발견할 수 있다. 길고도 촘촘한 계약의 역사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충
실하시며 하느님의 백성은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백성은 일어나라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받는다. 이 역사는 하느님과 우리
관계가 갖는 상반된 본질을 생생하고 지금보다도 더 현대적인 언어로 표

10

현대 세계의 복음화와 성경의 역할

현한다. 한편에는 죄의 신비, 시험을 당하면 실패하고 마는 타고난 인간
불안정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하느님의 신비, 선한 이에게도 악한 이
에게도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 사랑의 신비, 인간의 척도를 넘어
서는 충실성의 신비가 있다. 이런 하느님의 신비는 욥기 저자에게 큰 고
뇌를 안겼다. 불경한 자들 가운데서도 오만한 자들에게 풍성하고도 눈에
띄게 보상하시고, 충실을 충실로 갚으려는 이들은 가차 없이 내려치시는
듯이 보이는 하느님의 스캔들이 있다.

그 밖의 특별한 주제들: 고독과 거짓 안전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룬 후에 곧바로 더욱 조밀하고 특정한 주제들
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라는 주제
로 인간의 고독과 직결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본 몇몇 사람들의 생
각과 정반대로, 종교적인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위로도 안전도 찾지
못한다. 그 대신 더 깊은 고독의 원천, 혼란과 모순을 느끼게 하는 원인,
전적인 소외로 이끄는 길을 발견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부름을 받은 뒤에 동족에게서 나와 낯선 지방
에 던져지고 자기 땅 한 조각도 없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게 된다. 헤
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그를 따라다녔지
만, 자손도 없이 방랑한다. 오로지 하느님을 만난 결과로 아브라함은 철
저히 혼자 남았다. 주님과 나누는 우정이 깊어질수록 고독도 더욱 처절
해졌으며 고독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었다.
같은 상황이 모세에게도 벌어진다.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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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궁중의 일원으로서 누리던 안전과 기반을 버리고 동족을 만나러 떠
났을 때에야 자신의 참된 존재를 살기 시작한다. 모세는 충실함의 대가
로 사형을 선고받고 도피하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모세의 정식 사명은
더 나중에, 그가 이미 늙고 지쳤을 때, 모든 인연을 다시금 끊고 가족도
포기할 때서야 시작된다. 이는 자손들에게 유산을 넘겨야 할 나이에 아
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다. 반면 욥과 토비야는 상징적
인 인물로서 몰이해, 배척, 고립이 그들 안에서 표상된다. 주님의 종, 이스
라엘과 모든 민족들의 보편 구원 계획을 도울 수 있는 그 인물상은 침묵
을 강요받고 아무 데도 쓸모가 없게 되고 완전히 부서진 뒤에야 더욱 명
확해진다.9)
행복 선언은 가난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고 가르친다. 고독은
가난이다. 특히 뿌리를 잃는 데서 오는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 체
험이다. 아브라함, 모세, 토비야의 고독이 그러했고, 우리 주위에 살지만,
우리가 관용 없는 시선을 보내는 이민자들의 고독이 그러하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뿌리를 이야기할 때, 현대
인의 정신에 생생하게 와 닿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 바로 거짓된 안전의
포기이다. 신학적 측면에서 이 주제는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손으로 만든 신, 자기에게 익숙하고 제 입맛대로 만
든 신들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이교도들의 거짓 안전이 있다. 또한 하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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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요구하시는 내적 충실을 정확한 행동 규범으로 바꾸어 수많은 항목
을 세심하게 준수하는 유다인들의 거짓 안전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들의 거짓 안전도 있다. 사죄를 받았다고 만족하고, 아홉 달 연속으로 첫
금요일에 영성체를 했으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고 확신하는 이들의
거짓 안전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
제, 수도자의 거짓 안전도 있다.
우리더러 겸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나 진실하지는 않
은 이들의 태도가 거슬리는 것처럼, 이런 태도도 슬슬 불편해진다.

(우리

가 인간으로서 맡는 책임들 가운데 한 가지 특정 측면만 충족하면서 책임 전체를 떠맡는 사람
들의 잘못을 꼬집기는 쉽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항상 진지하게 맞아들여야 한

다. 바깥에서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만 실제로 우리에게 무
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이다.
요나서는 이 거짓 안전을 명쾌하고도 너그럽게 조롱한다. 이 두 가지
는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성질이다. 요나서는 날카로운 풍자로 표현되었
지만 매혹적인 이야기이며,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짚는
다. 예언자 요나는 하느님 말씀의 진정한 선포자이다. 요나서 이야기 전
체에서 모든 사람은 그의 증언을 통해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
만 한편으로 요나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굽히지 않는 완고함과 거의
사탄처럼 변화가 불가능한 태도로 하느님 말씀에 저항하는 유일한 인물
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이교도 선원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아시리
아인들, 동물들, 심지어 요나를 삼키는 바다 괴물하며, 요나 머리 위에 그
늘을 드리우다가 순식간에 말라붙은 아주까리 같은 식물들, 폭풍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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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바다 등 전부,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
하느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한다.

기원의 책

창세기 시작 부분은 문화적 거리가 우리와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
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
한 내용이다.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창세 1,1-2,3)는 두 번째 이야기(창
세 2,4-25)와

마찬가지로 인간 소명의 두 가지 차원을 다룬다. 인간은 세상

을 정복하여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인간의 손으로 다스리라는 부름을 받
았다.(창세 1,22.29-30; 2,8.15)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인식하며 다른 피조물들 앞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기능을 맡고(창세 1,26-27; 2,1-3)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부름도 받았
다.(창세 2,16-17)
인간의 소명에는 이처럼 기능의 차원과 경배의 차원이 있다. 두 차원
가운데 하나만 띤다면 그는 반쪽짜리 인간일 뿐이다. 나아가 현대를 사
는 우리가 하느님 경배를 제쳐 놓을 정도로 기술적 성취만을 찬양한다
면, 이는 인간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패배, 인간의 실패, 인간의 훼손을
찬양하는 것이다.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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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과 관련해서, 신앙에의 의존(하느님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관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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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주제도 설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에서 활발하게 다뤄진다.
이 주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이 뜨거운 이슈에 관해 신앙의 양심은 현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
는 듯하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달려 있다고 모두가
느끼는 주제이다.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바리사이들에게 대답하셔야 했
을 때(마태 19,4-6; 마르 10,6-9 참조) 그분은 인간 기원을 다룬 그 책에 담긴 가
르침으로 돌아간다. 체험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의 풍요로움은 쉽게 고갈
되지 않는다. 여러 번 그 책으로 돌아가 아주 많은 것을 긷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11)
현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예로 산업 사회의 대대적
인 실패를 바벨탑 이야기와 연관 지을 수 있다.(창세 11,1-9 참조) 바벨탑과 마
찬가지로 실패한 산업 사회도 하느님을 모독하고 인류를 분열시킨 원인
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을 건설하고 분열을 메우려는 인간의 환상을 볼 수 있다. 인
간은 겉으로는 무한해 보이는 사회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율
적인 미래를 계획한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몫을 나눠 받을 뿐(이 ‘탑’은 원래
신성한 건물로 계획되었다)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았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는 “정녕 자기 목숨을 구
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
할 것이다.”(루카 9,24; 마태 16,25, 마르 8,35 참조)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참조: Johann
Baptist Metz, Povert nello spirito , (Brescia: Queriniana, 1966).
11)

참조: Saverio Corradino, Chi l’uomo? , (Palermo: Vittorietti, 2012); Jean Dani lou, In
principio , (Brescia: Morcelliana,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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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이야기

하느님의 주도 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
께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으며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느님께서 인간 부부에게 처음 에덴을 주셨던 때부터 우리 교회
가 체험한 구원 역사 전체에 걸쳐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주도에 관한 당황
스러운 예로 성조사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이 두
번,(창세 12,10-20; 20,2-18) 이사악이 한 번,(창세 26,7-11) 아내를 희생시켜 목숨
을 구하려고 했던 이야기다. 이 구조가 세 번 반복된 의도는 성조들의 행
동을 칭찬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인간의 실수, 어리석음, 불충을 넘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어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세 번 모두 하느
님께서 개입하시고 성조들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다. 즉, 구원 역사라는 앞날의 거대한 책임을 맡을 후계자를 주신다는 약
속이다.
하느님의 주도에 전적으로 토대를 둔 신앙 체험은 오늘날 해방 체험
으로 여겨지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현대인은 인간의 수다, 인
간의 요구, 인간이 만든 상품에 지쳤다. 인간은 추측으로 가린 무능력에
지쳤다. 종교 개혁과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인류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
다도 절대 사그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주도성 안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성조사라는 맥락에서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확장되고 완전한
것은 요셉 이야기다. 요셉 이야기는 성경 문학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만성적 편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구약의 종교가 용서라는 감
정에는 닫혀 있고 복수와 원한을 신성시하는 세계라는 편견이다. 요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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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를 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인물이다. 성경 문학에서 모든 구원 사명
은 죽음을 거침으로써 받는 생명의 선물이다. 이 패러다임은 나중에 주
님의 종을 통해 분명하게 고정될 것이다. 그러나 요셉에게 죽음은 형제
들의 시기와 증오의 결과만도 아니었고, 원한을 품은 귀부인12)에게 느낀
두려움의 결과만도 아니었다. 그가 부수고 넘어가야 할 죽음의 장벽은
그의 죽음을 바란 이들에 대한 요셉의 원망이었다. 이 원망이야말로 참
죽음이며 완전한 용서를 통해 물리쳐야 했다.
여기서 별도로 눈길을 끄는 점을 덧붙이겠다. 다른 성경 본문만큼 성
조사에서도 내면을 암시하기보다 외적인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묘
사함으로써 언어의 현대성을 드러낸다.13) 또는 전개의 단계나 전환의 순
간들을 생략하고 공간과 시간상으로 떨어진 장면들을 곧장 대조하는 데
서도 드러난다. 메시지, 묘사, 서술이 반복되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반복에서 보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야기 전개의 완성
과 점진적인 진전을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가 늘 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이미 고정된 개념을 통해서
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서술된다.14)

12)

역자 주: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의 아내를 가리킨다.

13)

예를 들어 창세 13,10-11에서 롯의 결정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소개되는지를 보라. 또는
창세 22,3-10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고뇌를 보라.

14)

예를 들어, 우리는 묵시 언어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만 알게 되면 묵시록을 순전히 개념
적인 담화로 옮겨 버리지만, 원래 묵시록의 내용은 이미지의 생생한 발전을 통해 표현
된다. ‘환시’의 언어가 꼭 이 해석만 의미하는 양 성급히 개념화해 버리면 의미는 거기서
고갈되고 만다. 그러나 환시의 새로움과 효과는 바로 시각적 이미지와 신학적 개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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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언어

앞서 제시한 모든 사례,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많은 사
례를 보고 사람들이 성경 메시지가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된다고 납
득하더라도,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현대인이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데 성경은 거의 적합하지 않다는 주
장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각각에서 현대에 적합한 중심
의미를 파악하려면 한눈에 봐도 낯선 요소로 만들어진 두껍고 단단한 껍
질을 통과해야 한다.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다르고 관습
도 우리와 전혀 다르며 비유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이야기는 혼란스
럽다.
그 두꺼운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은 번역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어휘나 문법을 옮기는 것 이상의 번역이 필요하다. 현대 수많은 문
학 장르 중에서 성경 본문마다 어울리는 장르를 찾는 문화적 전이도 필
요하다. 그렇게 해서 구세사의 어느 단계에 담긴 종교적 분위기를 우리
가 살고 있는 하느님의 ‘오늘’oggi 로 가져오고, 신약의 초기 교회 경험에
담긴 분위기를 복잡한 현대 교회의 삶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려
면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읽는 번역을 해야 한다. 무엇
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느님 말씀’Parola di Dio 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본문,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본문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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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언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들은 더 늘어난다. 창세기에 나오는 열 개의 족보를 우리는 이
해할 수 없다. 우리 사고에서 족보는 과거만을 가리키며 유목 사회에서
신분증명서를 대신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족보는 획득된
상황의 고정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긴장을 의미한다. 앞을 향한 전진
은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된다. 한 방향은 다른 모든 족보처럼 역사를 증
진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은 각 족보에 나름의 어조, 곧 기념하고, 명시하
고, 행렬하는 등의 어조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눈에는 용납되지 않는다. 예를 들
면 롯의 딸들, 야곱의 간교함, 다윗의 사생활 등이다. 구원의 역사로 읽어
야 할 성경에서 하느님의 주도성보다는 인간 역사를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연혼逆緣婚, levirato 15)이나 고엘go’el, 구원자 16) 같은 제도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룻기처럼 교훈적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편집자 주. 역연혼逆緣婚 에 따르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 그의
다른 형제가 형수(또는, 제수)와 혼인하여 죽은 이의 자손을 대신 낳아 주어야 했다.” 창
세 38,6-8, 신명 25,5-10, 그리고 룻기 4,5-6을 참고할 것. 참조: 『주석 성경 구약』, (서
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 150, 491, 660.

16)

편집자 주. “‘구원자’(히브리 말로는, 고엘)는 한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가정
의 가족들을 보호하고,(경제적 이유로 가족 중 누군가 종으로 팔렸으면 그를 속량한다.) 그 가
정과 가문의 재산이 남이나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토지 등이 다
른 가문에 팔렸으면 이를 도로 사들인다.) 누가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복수를 대신하는 권리
와 의무를 지닌 사람이다.(레위 25,25-26,47-49; 민수 35,19; 신명 25,5-10) 나오미와 룻의 경
우, 이들의 구원자는 나오미가 매각하려는 땅을 매입하고 룻과 혼인하여 룻의 남편에
게 후손을 마련해 줄 의무를 지녔다.” Ibid.,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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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
고 따라서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말씀으로 여긴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느
님 말씀인 신탁들이 점진적으로 움직인다고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상호 성장과 영향을 수렴함으로써 종말론적 결론, 즉 그리
스도의 도래를 향해 그리고 그 너머 최종적인 파루시아를 향해 움직이
고 있다.
성경의 언어를 현대에 맞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
려움을 해결하는 해답은 없다. 우리는 성찰, 묵상, 연구와 기도로 그 과업
에 직면하고 성경 본문의 접근에서 만나는 저항을 새로움을 낳는 도전으
로 여겨야 한다. 이 새로움은 특히 처음에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진실하고 무궁무진한 보화와 같으며, 현대
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백배로 갚아 줄 것이다.

성경과 저항

성경이 현대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노력을 오로지 논쟁에 국한할 수 있다고 여기
는 듯하다. 교회 안에서 이편은 저편을 상대로, 저편은 이편을 상대로 논
쟁한다. 우리는 세상, 곧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증언은 하지 않고 마치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
슈들로 논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짓눌린 이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억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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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하느님 말씀은 크나큰
위로를 주며

(그리고 성경 일부는 특별히 여기에 목적이 있다.)

충만한 미래의 전망

을 열어 준다. 그 전망을 보며 ‘주님의 가난한 이들’il povero del Signore (이사
61,1-2; 57,15; 66,1-2)은

그들이 품은 원망에서 벗어나 그들이 건설하도록 부

름 받은 미래를 희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은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저항을 하는 이들, 분열 상태에서 친교를 회복
하기 위해 사랑으로 노력하고 죄로 기울어진 불균형을 하느님만이 역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17) 그러나 성경
은 오히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반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이지,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이를 단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이 옳다
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심지어 성경은 정치에서 벗어날 구실도 내놓지 않는다. 정치적 헌신
은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정치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 의무로의
도피는 정당하지 않다. 정치적 상황으로 도피하여 종교적 회심을 저버리
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저것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게다가 주워들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경에
는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치적 모델이 없다. 성경에는 학문적 진보 또
는 역사적 문헌학적 방법론에 유용한 지침도 없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
간이 자기 능력 안에서 말하는 수고를 면하게 하려고 선포되지 않았다.

17)

그러니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들을 ‘개혁’하고 ‘신앙으로 저항’한 사람들로서 성경을 자
신들의 전유물처럼 말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친교와 일치의 책이기도
하므로, 신앙의 일치를 깨뜨리는 저항과 개혁은 전혀 성경을 대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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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평정과 열정으로 매일의 투쟁에 맞
설 준비를 한다.

왜 성경을 ‘상실’했는가?

처음에 제기한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교회에서 성
경을 잃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는 마무리할 수 없다. 최소한 종교개혁
시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교회의 삶에서 성경 전통이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은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 논란에 반
응할 때 발생한 심리적 원인 또는 종교적 원인만도 아니다.
한 반응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 줄 수는 있다.)

(논쟁 상대에 대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으며 복음

화를 쇄신하려면 이것을 들여다봐야 하므로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서 여러 방식으로 현존한다. 성경은 혼
자 떨어져 있지 않다. 교회의 가르침 또한 모든 차원에서 존재한다. 중대
한 교도권의 가르침에서부터 교계제도의 공식 결정, 신학에서 가르치는
공통 교리, 교리교육과 신앙인들을 위한 현실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하느님 말씀의 이중 현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18)에 나오는 유명한 말처럼 기록된 말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기록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질문하는 이들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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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Platone, Fedro , § 275-276; Platone, Tutti gli scritti , ed., Giovanni Reale, (Milan:
Bompiani, 2001), 57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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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답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정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구두로 하는 말도 안정적으로 기록된 참고 자료가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된 말은 어느 정도 확실한 전개, 업데이트, 부
연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록과 구두 사
이에는 경쟁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인들은 성경이라는 하느님
의 말씀la Parola di Dio 과 그들 자신의 말la propria parola 사이에 경쟁을 느낀
다. 만일 이 숨은 불일치를 분명하게 밝혀 진술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으
면 복음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초점을 놓치게 된다.

몇 가지 사목 제안

마지막으로 복음화에 성경을 사용할 때 사목적으로 유용할 제안을
몇 가지 하겠다. 특히 구약성경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느님 말씀
에 대한 우리의 친숙도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이다. 주일 말씀의 전례
에서 읽는 중요한 성경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일에는 대개 중
요한 구절을 읽는다. 그런데 복음 이외의 독서는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자
료와 해설서들이 있는데도 미사 집전자에게조차 거의 와닿지 않는다. 설
교자의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성경 연구만이 아니라 경청, 성찰, 무
엇보다도 기도를 동반해야 한다.
첫째 단계는 설교자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일치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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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19)
둘째 단계는 성경을 내면화personalizzazione 하고,20) 형제들이 말씀을 읽
고 묵상하도록 도우며 그들이 삶으로 말씀을 살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임무다. 신앙인은 홀로 또는 그룹으로 하느님 말
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내적 삶의 지주로 삼으며, 가정과 직업과 세상에
서 말씀을 사는 힘을 발견하도록 초대받는다. 증언은 복음화의 가장 중
요한 길이다.21)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주일 전례에 모여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선물을 양식으로 삼을 때, 믿는 이들의 공동체 전체가
맡는 과업이다. 주일 전례는 성경을 통해 회심하라는 진정한 초대이며,
전체 교회에 성찬례 안에서 전달되는 초대이다. “활기차고 효과 있는 말
씀의 선포는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성사 안에서 그 말씀은 최
대의 효력을 발휘하게”22) 되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에서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경청자의 역할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회심하며, 근본적인 것을 난생처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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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74항.

20)

Ibid., 149-159항. ‘내면화’ 또는 ‘인격화’personalizzazione 라는 표현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사제들이 어떻게 말씀 선포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 사용했다.

21)

참조: 프란치스코 교종이 캄포바소 사목 방문에서 한 강론, 2014년 7월 5일,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4 /documents/papafrancesco_20140705_molise-omelia.html. (접속일: 2019. 3. 5)

22)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74항; 참조: 135-139항.

현대 세계의 복음화와 성경의 역할

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23)

23)

참조: Ibid., 1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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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하나의 큰 가정: 교종 프란치스코의 아일랜드 방문
IL MONDO, UNA GRANDE FAMIGLIA:
Papa Francesco in Irlanda✽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안봉환 스테파노 옮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8월 25일 아침 8시쯤 프란치스코 교종과 수행원 그리고 기자들이 탑
승한 알리탈리아 항공기가 더블린을 향해 이륙했다. ‘가정의 복음, 세상
의 기쁨’Il Vangelo della famiglia: gioia per il mondo 을 주제로 8월 21일부터 26일
까지 아일랜드의 수도에서 열린 제9차 세계가정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5년 미국 사도 방문 때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8차 대회에도 참석했었다. 3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이 국제 행사는 전
세계 가정이 한데 모여 생명, 사회, 교회에서 혼인과 가정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을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며 성찰하는 자리이다.1)

✽

La Civilt Cattolica , 4038 (15 set/ 6 ott 2018), 502-512.

✽✽ Antonio Spadaro S.J.
1)

세계가정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 가정 평의회(현재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에 병합)에 요청하여 1994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가정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 혼인과 가정의 근본적 중요성을 증언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 교리교육, 축제에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기획하도록 했다. 올해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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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종이 가정대회에 중점을 두고 방문한 이곳은 미디어가 주
도하는 포스트모더니티에 익숙한 세대와 가톨릭 전통을 따르는 구세대
사이에 긴장이 있는 복잡한 땅이다. 아일랜드 교회는 근래까지 강성했으
나 지금은 때때로 궁지에 몰려 굴욕을 겪는 듯하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적 학대를 밝힌 미국 펜
실베이니아 대배심 보고서가 7월 말에 발표되어 학대 문제가 적나라하
게 드러났다. 보고서가 발표된 뒤 8월 20일에 교종은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2)를 썼다. 학대 사건의 반향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교
종의 연설도 이를 상기시켰다.
동시에 아일랜드 모든 본당에 기도와 봉사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
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암은 이
미 본지에서 폭넓게 다뤘다.3)

아일랜드 당국자들과 만남

환영식은 대통령 관저에서 거행되었다. 아일랜드 대통령 마이클 D.
히긴스 부부가 관저 정문에서 교종을 영접했다. 한 난민 가족과 난민에

사는 네 가지 주요 구성, 즉 개막식, 대회 본행사(강연, 워크숍, 세미나, 신앙 고백, 토론, 전
시, 문화 공연 및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와 장엄 미사로 전개되었다. 전체 프로그

램은 공식 사이트 www.worldmeeting2018.ie에서 볼 수 있다.
2)

참조: w2.vatican.va/content/francesco/it/letters/2018/documents/papafrancesco_20180820_lettera-popolo-didio.html.

3)

Alan McGuckian, “Irlanda tra passato e futuro”, Civilt Cattolica , 4034 (21 luglio
2018),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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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거처를 제공 중인 아일랜드 한 가족도 함께 교종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교종을 따로 맞은 뒤에 그를 관저 정원으로 안내했고, 교종
은 거기서 기념식수를 했다.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더블린 중
심, 리피 강 남안에 위치한 더블린성(城)으로 이동하여 성 정문에서 ‘티샥’
(아일랜드에서 총리를 이르는 명칭)의

영접을 받고 정치 종교 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외교단 등 250명을 만났다. 북아일랜드 대표단도 그 자리에 참석했
다. 교종은 아동청소년부 장관 캐서린 저폰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저폰은 짧지만 분명하게 학대의 비극을 말했고, 나중에 교종이 그 이야
기를 다시 언급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아일랜드 민족의 오랜 전통에 따라 프란치스
코 교종을 더블린성(城)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1980년에 베르골료가 ‘예수
회 센터에 머물면서 영어를 배운’ 것을 상기시켰다. 총리는 교종이 기후
변화와 같이 현재 절박한 도전을 강조하고 이민자와 난민 등 가난한 이
들에 대한 관심을 보인 데 감사를 표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더 넓은
세계의 시민이고 세계라는 한 가족에 속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
다.”라고 하며 “그리고 용감한 우리 선교 사제들과 수녀들이 전 세계 많
은 이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 취약한 이들을 도
왔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총리는 또한 아일랜드에서 교회가 의료보장제
도와 교육을 보증하는 데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들을 맞아들이는 데
에도 앞장섰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coloro che sono ai margini
della nostra societ

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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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버라드커 총리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든 ‘고통
과 수치의 역사storia di dolore e di vergogna ’를 떠올렸다. 그는 교종에게 정의
가 실현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di ascoltare le vittime 고 청했다. 그리고 이
런 이야기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아일랜드 사회는 다양성이 점점 더 커
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어떤 제도 종교도 따르지 않
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 이제 ‘아일랜드 교회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di costruire
nuove relazioni tra la Chiesa e lo Stato in Irlanda

순간이 왔다고 했다.

그 후 프란치스코 교종은 첫 번째 대중 연설을 했다. 이번 방문의 구
체적인 주제인 가정에 모든 초점을 맞춘 연설이었다. 그는 가족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 전체 사회 발전에서 가정이 갖는 고유한 역할과 연관을
지으면서 주제에 접근해 갔다. 교종은 가정 역동을 공생, 연대, 공동선을
위한 봉사의 모델로 제시했다. 그런 다음 관점을 넓혀, 보편 인류라는 결
속이 어떻게 전 세계를 한 ‘가족’famiglia 으로 만드는지 살폈다. 교종은 ‘인
종 증오 및 민족 증오라는 끈질긴 악’mali persistenti dell’odio razziale ed etnico ,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폭력’conflitti e violenze inestricabili , ‘인간 존엄성과 기
본 인권에 대한 무시, 점점 커지는 빈부 격차’disprezzo per la dignit umane e
i diritti umani fondamentali e il crescente divario tra ricchi e poveri 를

집어 언급했다.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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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그 섬에 사는 이들을 갈라놓는 오랜 분쟁으로 인해 가족
에 관한 상처를 직접 겪은 나라다. 따라서 이는 현재 역사에서 평화가 얼
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기회였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탈
퇴가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국경에 미칠 영향 등의 민감한 국면
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교종은 ‘전 세계 민족들이 이루는 한 가족의 이상’l’ideale di una famiglia
globale di nazioni 을

상기시키며 ‘참으로 연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자’costruire una societ veramente solidale, giusta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가
족의 이상도 ‘공허하고 진부한 말로만 남을 위험’rischia di diventare nient’altro
che un vuoto luogo comune 이

있다고 했다. 긴급한 상황들 중에서도 교종은

‘대규모 이주 위기’massiccia crisi migratoria 에 대해 ‘이 시대에 우리 양심을 더
욱 자극하는 도전’la sfida che pi provoca le nostre cosceineze in questi tempi 이라
고 말했다. 그는 이 도전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해결하려면 ‘지
혜, 넓은 시야, 근시안적 정치 결정을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관심’saggezza,
ampiezza di vedute e una preoccupazione umanitaria che vada ben al di l di decisioni
politiche a breve termine 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을 맡
은 교회 구성원들이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여 아일랜드에 일으킨 추문’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주교, 수도회 장상, 사제 등 교회 당국이 이 끔찍한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당연히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가톨릭
공동체가 겪는 고통과 수치의 원인으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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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종은 1,500년도 더 전에 팔라디우스와 파트리키우스가 전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아일랜드 문화에 통합되었던 기원을 아일랜드인
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연설을 맺으며, 변화와 긴장을 겪는 아일랜드
를 ‘현대 정치-사회 담론의 다성 음악’polifonia della contemporanea discussione
politico-sociale 을

듣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다. 또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과

거에도 아일랜드를 지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강력한 가락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신자, 생존자, 예수회원, 가족

오후 3시 30분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세인트메리 임시대성당으로 이
동했다. 더블린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이자 더블린 가톨릭 부흥의 상징인
곳이었다. 성당의 역사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종교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버러가 중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534년 영국 성
공회가 가톨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뒤에 해산된 시토회 수도원 터에 세
워졌다. 아일랜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성당으로
손꼽히는 이 성당은 더블린 대주교였던 도미니코회 존 토마스 트로이가
세웠고 1825년 11월 14일에 봉헌되었다.
성당 정문에서 교종은 더블린 대주교와 대교구 참사회의 영접을 받
았다. 교종은 제대 가까이에서 젊은 부부에게 받은 꽃을 성체 앞에 봉헌
하고 잠시 침묵 중에 기도했다. 경당에는 학대 희생자들을 위해 불을 밝
힌 초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노부부 한 쌍과 젊은 부부 두 쌍이 짧게 인사하며 교종에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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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질문을 했고, 교종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 경험을 들며 질문
에 대답했다. 그는 사랑을 꿈, 위험 부담, 투신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사랑
하는 능력을 잃고 싶지 않거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만남 다음에 교종은 카푸친회가 운영하는 노숙자 주간 보호 센터
를 방문하여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48년 전에 케빈 크롤리 신
부가 세운 곳으로, 아일랜드의 경제 재정 위기와 더불어 증가한 노숙자,
극빈 가정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의 손으로 제공되며, 주로 개인 기부로 운영비를 충당하지만 다양한 기
관, 학교, 본당 단체, 협회들도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를 운영하는 카푸친회 사제 열 명이 식당 옆문에서 교종을 맞았
다. 마당에는 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있었다. 식당 안에는 센터
이용자 100여 명이 모여있었다. 센터장이 짤막하게 인사한 다음에 교종
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강복한 다음 옆문으로 떠
났다.
그런 다음 교종은 대사관저로 돌아와 성직자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자 여덟 명을 만났다. 교종은 한 시간 반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
를 나눴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서명한 성명에 따르면, “면담은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되었다. 적어도 10만 명의 미혼모가 과거에 자녀와 강제로
헤어져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교종에게 전달했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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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은 그다음으로 예수회원 62명을 만나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5)
예수회원 주교 두 명,

(아일랜드)

라포의 앨런 맥거키언 주교, 오타와의 테

런스 프렌더개스트 대주교도 함께했다.
오후 7시 15분, 프란치스코 교종은 빡빡하고 숨 가쁜 일정에 따라 크
로크 파크 경기장으로 갔다. 이미 2012년에 약 35개국 7만 5천 명이 넘는
참가자가 제50차 세계성체대회 폐막미사를 드린 적이 있는 곳이다. 교종
은 신자들 가운데를 지나며 인사한 뒤 가정대회 축제에 참석했다.
환영의 열기로 가득했다. 케빈 패럴 추기경의 환영사와 기도에 이어
인도, 캐나다, 이라크, 아일랜드,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가족들의 춤과 증
언이 뒤따랐다. 세계 다양한 나라의 음악이 대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을 했다. 참석한 인원은 8만 명이 넘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연설했지만, 중간중간 즉석
에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지상에 널리 퍼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
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una sola famiglia in Cristo, diffusa su tutta la terra 는 교회
에 내재된 가족적 본성을 상기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관
점에 비춰 ‘일상생활’routine quotidiana 에서 드러나는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
했다.

로 비판했다.” 면담에 참석한 이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역자는 ‘말 그대로,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오물’이라고 옮겼다.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표현이지만 분명 효
과적이었다.
5)

참조: Francesco, “‘Occorre ridare vita’, Papa Francesco in dialogo con i gesuiti in
Irlanda”, La Civilt Cattolica , 4038 (6 ottobre 2018), 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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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은총은 매일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이는 차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끓이기는 쉽지만 좋은 차
한 잔을 내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차가 잘 우러나야 합니다! 마찬가
지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전 존재에 스며들게 하십니다.

교종은 연설에서 ‘전쟁과 박해로 인한 폭력과 파괴 한가운데에서도
가정 안의 사랑과 믿음이 힘과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린
에나스와 사르마드의 증언 등을 다시 언급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은 연설의 중심 주제인 ‘한 가족으로서의 인
류’l’umanit come famiglia 로 돌아가, 그리스도교 가정들이 ‘하느님의 모든 자
녀를 가까이 모아, 일치를 이루고 전 세계가 대가족처럼 평화롭게 산다
는 것의 의미를 배우도록’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초대했다. 만남은 기도
와 마침 강복으로 마무리되었다.

노크 성지 방문 및 주교들과의 만남

다음 날인 8월 26일 주일, 교종은 대사관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
눈 후 더블린 공항에서 에어링구스 비행기를 타고 노크로 이동했다. 주
민이 천 명도 되지 않는 이 마을은 아일랜드 마요 카운티에 속했으며, 19
세기 성모 발현지인 노크 성지로 유명하다.6) 매년 150만 명의 순례자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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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찾는다. 2013년 8월 15일에는 이 성지에서 아일랜드를 원죄 없으
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장엄 예식이 있었다. 성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는 크로아 패트릭이 있다. 441년에 성 파트리키우스가 아일랜드 섬에서
뱀들을 쫓아내고 사순절 40일 동안 단식했다는 전설이 있는 산이다. 매
년 7월 마지막 주일Reek Sunday 에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 산에 오르며
그들 중 일부는 맨발로 올라간다. 노크에는 1979년 9월 30일에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투암 대주교와 네 관구 주교가 프란치스코 교종을 맞았다. 어린이 몇
명도 함께 있었다. 발현 경당에 도착해서는 성지 원장이 교종을 환영했
다. 경당에는 약 200명의 신자가 모여있었다. 교종은 성모상 앞에서 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한 다음 금으로 만든 묵주를 봉헌했다. 그리고 광장에
마련된 연단으로 나가 삼종기도를 바쳤다.
그의 발언에서 학대의 비극으로 인한 고통이 다시금 올라왔다. 프란
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말했다.

쪽 처마에서 발현했다. 발현은 두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두 여인이 목격했
고, 이어서 지역 주민 열 명이 목격했다. 1879년 10월 8일 당시 투암 대주교 존 맥헤일이
발현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2차 위원회는 1936년에 구성되었
다. 두 번의 위원회 조사에서 모두 놀라운 일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성지를 방문한 몇몇 환자가 치유된 덕분에 노크의 성모 신
심이 퍼지기 시작했다. 곧 본당 근처에 투명 유리벽으로 꾸민 경당이 세워지고 순례지
가 조성되었다. 이제는 ‘성모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1976년에는 본당 건물에 추가로
더 큰 성당이 신축되었다.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32개 카운티를 상징하는 기둥 32개가
떠받치는 건축물로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으로서도 현대적 건물이다. 현재 노크 성
지는 다섯 구역으로 나뉜다. 즉 발현 성당, 본당, 바실리카, 성체 경당, 화해 경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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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께서 고통 받는 당신 아들의 모든 가족을 자비로이 살펴주시길 빕니
다.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특히 아일랜드 교회 구성원이 저지른 학
대에서 살아남은 모든 희생자를 그분께 바쳤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학
대를 당하고, 순결을 짓밟히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기억
속에 버려진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어
진 이 상처는 확고한 결단력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촉구합니
다. 나는 이 죄들과 하느님의 가정 안에서 많은 이가 느끼는 추문과 배신감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온갖 학대의 생존자 모두를 위해 간구해주시기
를,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모든 그리스도교 가정
의 결심을 확인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우리 손에 달린 만큼
이제는 언제나 정의와 치유로 행동하도록 간구해주시기를’ 성모님께 청
했다고 했다.
또한, 삼종기도에서 교종은 ‘사랑하는 북아일랜드인들’l’amata gente dell’
Irlanda del Nord 을

떠올리며 기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확

인했다. “나는 아일랜드 가족 모두가 형제자매로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데 끈기를 발휘하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교회
일치운동이 진보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간의 우정과 협력이 의미 있
는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했다.
삼종기도 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특별히 재소자들에게 인사를 전했
다. 그리고 마침내 더블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오후 2시 20분, 교종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도심 공원 가운데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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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파크로 갔다. 700헥타르가 넘는 드넓게 펼쳐진 녹지로서, 더블린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둘레 16킬로미터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1979년 9월 29일에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미
사를 주재했던 일을 기념하는 거대한 십자가가 있다. 바로 이곳에서 프
란치스코 교종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미사를 거행했다.
교종은 이 미사를 위해 통회의 기도를 따로 작성하여 직접 스페인어
로 읽었고 뒤이어 영어 번역문이 낭독되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
제 나는 권력의 학대, 양심의 학대,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8명을 만났
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범죄를 주님의 자비 앞에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교종은 강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강생했고, 그 사랑이 세세대
대 내려오는 그리스도교 가정들의 증언을 통해 힘을 얻어 모든 장벽을 무너
뜨리고 세상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애초에 우리에게 목적된 바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정의와 성덕과 평화 안에서 함께 사는 하나의 인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종은 화해를 이룬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인류라는 관점에
서 다시금 가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세상의 소명은 한 가족이 되는 것
이다. 최초의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
음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 ‘유럽 문화가 탄생하는 데’a far nascere la cultura
europea

이바지했다고 단언했다. 교종은 그들이 주는 교훈을 현재 다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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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서 유럽 문화가 직면한 매듭들, 즉 이번 방문에서 두 번째로 다룬
주제인 ‘이민자와 외국인을 맞아들임’accogliere il migrante e lo straniero 과 ‘우
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자유에 지장을 준다고 여겨졌던 나약한 이들, 태
어나지 않은 이들,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강조했다.
오후 5시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가까이 있는 도미니코회 수녀원으로
자리를 옮겨 아일랜드 주교회의 주교들을 만났다. 아일랜드 주교회의는
대교구 4곳과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교구 22곳의 주교들, 보좌주교 4
명으로 구성되었다. 현 의장은

(북아일랜드)

아마의 대주교이며 아일랜드

수석주교인 에이먼 마틴 대주교이다.7)
교종은 지난해 아일랜드 주교들이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을 왔을
때 그들과 나눴던 형제적 대화를 토대로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세
번째로 학대의 주제로 돌아와 ‘학대 희생자들과의 화해와 정화의 길’i
percorsi di purificazione e riconciliazione con le vittime di abuso 만이

아니라, 젊은이

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일랜드 교회의 아동보호 전국위원회의 협
조를 받아 제정된 엄격한 규범들도 상기시켰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통적으로 신앙이 굳건한 아일랜드 민
족’la fede tradizionalmente forte del popolo irlandese 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기
에 “신앙을 전수하는 데 가정이 맡은 역할은 달리 대체할 수 없음을 가정
들 스스로 점점 더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의 격변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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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의 대주교는 그 주교좌에서 아일랜드의 주보성인 파트리키우스의 후계자로서 이
나라 전체 교회 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인해 이 나라 교회가 내적 쇄신할 기회가 생겼고 교회의 삶과 사명을 새
로운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교종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 엄청난 도전을 의식하면서도 위기가 주
는 기회에 마음을 열고, 주교들이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아일랜드
에서 하느님 가정의 아버지요 목자’padri e pastori della famiglia di Dio in questo
Paese 가

되라고 초대했다.

교종은 주교들과 만난 후 더블린 공항으로 가서 송별식을 치렀다. 교
종이 탄 에어링구스 항공기는 오후 6시 45분에 출발하여 오후 10시 45분
로마 참피노 공항에 도착했다. 교종은 처음으로 조종실에 앉아 착륙했고,
그 덕분에 로마를 내려다보고 감상하며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
다. 이탈리아 밖으로 떠나기는 스물네 번째였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아일
랜드 사도방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

프란치스코 교종의 이번 여정에서 중심 주제는 가정이 교회와 사회
에 대해 갖는 깊은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정을 통해
강생하셨다. 교회는 ‘가족들의 가정’famiglia di famiglie 이며 그리스도교 메시
지는 그리스도교 가정의 증언을 통해 널리 퍼진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접착제’collante della societ 로서 사회 구조의 발
전에 근본적 역할을 띤다. 가정은 한 처음부터 인간에게 목적된 바, 즉 단
하나의 인류 가족을 이루어 정의와 평화 안에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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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가정을 더 넓은 맥락에 대입해 메시지를 전하며,
민족들 간의 분열과 터질 듯한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깊은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정의 정신을 가꿀 임무가 있다. 사목자들 또한 하
느님 백성과 가정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 프란치스코 교
종이 아일랜드 주교들에게 말한 바와 같다. “우리는 선한 아버지답게, 격
려하고, 영감을 주고, 화해하고, 일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교회라는 이 대가족 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모든 선익을 보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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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깨운 교회의 공동합의성✽
I GIOVANI HANNO RISVEGLIATO
LA SINODALIT DELLA CHIESA**

La Civilt Cattolica 사설
노우재 미카엘 신부 옮김 (부산교구 수정동 본당 주임신부)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Giovani, fede e discernimento vocazionale 를 주제
로 2018년 10월 3일에서 28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 주교 시
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이제 끝났다. 시노드 과정과 최종 문서Documento

✽

편집자 주: 국제신학위원회는 2018년 3월 2일에 공동합의성에 관한 문헌을 발표하였
다. 이 문헌은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3천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
다.”라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2015년 교황청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을 인
용하며 시작한다. 이 문헌은 공동합의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합의성은 하느님
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 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합에 모이는 데에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
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
러내고 실현하는 것이다.”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2018), 6항, http://www.vatican.va/roman_curia/
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pro_14071997_it.html. 치빌타 카톨리
카 포럼은 2018년 11월 17일에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라
는 주제로 치빌타 카톨리카 오픈 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현순 박사는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합의적 삶의 원리를 살아냄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비추기를 희망’한
다고 밝혔다.

✽✽ La Civilt Cattolica , 4041 (3/17 novembre 2018), 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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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e, DF 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성찰은 다음 호에 이어질 것이다.1)

시노드 본회의와 2017년 1월에 시작된 준비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
난 생각이 한 가지 있다. 교회와 청년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마케팅을 목적에 두고서 청년을 그렇게 다루는 유감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대상’oggetto 이 아니다. 청년들의 참여 없이
청년에 대한 시노드를 조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령께서 젊은이들의 탐색, 희망, 불안, 요청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때로는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바오로 6세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젊
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만과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에서 ⋯ 한 줄기 빛
이 비치고 있습니다.”(1970년 12월 2일)
우리는 모두 교회 안팎에서 젊은이들이 갖는 길들여지지 않는 불안
inquietudine 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Inquietudine이라는 표현은 최종

문서의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뜻으로 여덟 번 등장한다. ‘불안’ 혹은 ‘부
단한 움직임’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닌 이 표현은 문서 전반의 핵심 개념 가
운데 하나이다.
진정한 과제는 젊은이들의 동행이 되고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정당한 질문, 참되고 중요하며 근본적인 물음을 갈라진 세상
앞에, 공허한 내면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그들의 갈망에 던지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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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2019년 4월 1일자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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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도록 도와야 한다. 사실 시노드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는 그들이 ‘가장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삶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동행’
compagni di strada dei pi fragili, dei poveri, dei feriti dalla vita 이

되어야 한다고 요

청한다. 이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행복과 충만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교회가 성령의 숨결을 향해 열리게 하라는 호소다.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경쟁하고, 자녀가 있는 어른은 자기 자녀들과
도 경쟁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시노드는 충만을 추구하는 인류, 미래의
약속을 겸손한 마음으로 희망하는 인류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다. 36명의
청년 참관인 중 사모아제도에서 온 청년이 교회를 카누에 비유해 이야기
했다. 노인들은 별들의 위치를 보며 방향을 잡고 청년들은 노인들과 대
화하면서 힘껏 노를 젓는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젊은이는 예
언자와 같다. 하지만 그 예언자도 인생 여정에서 먼저 살아간 이들의 꿈
을 들어야만 참으로 예언할 수 있다.2)

‘공감하는empatica’ 교회

시노드에서 한 가지 방법이 분명하게 등장했다. 해석하거나 결정하기

2)

참조: Francesco, La saggezza del tempo , (Venezia: Marsilio, 2018). 이 책은 2018년 10
월 23일 젊은이들을 주제로 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소개되었다. 편집자 주: 이 책
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청년과 노인이 서로 포옹하는 삶을 제시한다. 이날 출판 기
념회에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인들은 그들이 삶에서 무엇을 했는지 꿈으
로 젊은이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성공을 말해 줄 것입니다. ⋯ 그 인
생의 경험 전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시간의 지혜』는 이냐시오 영
성연구소에서 2019년 5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https://www.vaticannews.va/ko/pope/
news/2018-10/ko-synod-youth-2018-incontro-papa-giovani-anziani-saggezz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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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먼저 경청하고 현실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과 함께
한 이 시노드의 위대한 첫걸음은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2017
년 1월부터 지속적인 공청회, 국제적인 모임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
한 만남을 통해 수많은 의견이 로마로 모였다. 세상의 길 위에서 젊은이
들과 함께 걷지 않으면[시노드의 어원인 희랍어 synodos 는 함께syn
미이다]

걷는다odos 는 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시노드 본회의 첫 주에는 시노드 교부들이 전체 또는 언어권별로 모
여 그들이 본 여러 대륙의 현실을 두고 토론했다. 토론하면서 현실을 직
면하는 경험은 예상 밖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가
진 고유의 강점이 드러났다. 교회의 목소리는 참으로 보편적이라는 점이
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도전에 부딪혔을 때 차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공통된 갈망이 드러났다. 드물다기보다 가히 유일한 경우라 하겠다.
다섯 대륙에서 온 젊은이들과 사목자들은 저마다 배경이 달랐고 문
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손에 손을 잡고 전체 교회와 세상의 현
안들을 살펴 나갔다. 세상의 문제, 현재와 미래에 닥칠 큰 문제에 대해서
도 의견을 나누었다. 시노드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신문물을 비롯하여 이
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리쳐야 할 학대적 사고방식 등 첨예한 주제도
다루었다. 가정, 세대 간 관계, 몸과 정서에 관해 논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동력이 되는 ‘직면의 열망’desiderio di confronto 을 끌어내기도 했다.(참조: DF
39)

일, 사회적 불안정, 박해, 사회 참여, 여성의 역할, 동성애에 관해서도

논했다.
시노드 과정은 젊은이들의 메시지와 요청을 수신하는 대형 안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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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다만, 차가운 분석이 아닌 따뜻한 시선과 제자다운 뜨거운 마음
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느 주교의 말처럼 시노드 회의장에 ‘공감하는 교
회’Chiesa empatica 가 등장했다. 이는 최종 문서에 반영되었다.
과연 교회는 ‘모든 물음을 받아들이는 곳, 개개인의 탐색이 복음에 비
추어 정당하게 격려받는 곳’이어야 한다.3) 사목자들은 청년들과 함께, 시
노드 기간에 교종이 트위터에 쓴 표현처럼 언제나 ‘이미 준비된 대답’una
risposta preconfezionata gi pronta 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

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

양심의 중요성

이런 전망에서 양심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DF 106-109) 특
히 시노드는 영적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 식별을 이렇게 설명했
다. “영적 식별은 양심의 진지한 작업이며,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인
식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로부터 실천이성을 올바로 활용하고 주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 비추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
게 된다.”(DF 109)
이는 주님과 맺는 고유한 관계와 선을 인식하는 능력에 비추어 각자
의 자유를 긍정하는 심사숙고된 표현이다. 또한 여러 상황에 적용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다. ‘자신의 개인 역사를 읽고, 자유롭고 책

3)

Jorge M.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1 april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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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 있게 세례 때 받은 성소에 충실하며, 공동체 생활에 속하고 기여하
고자 하는 열망을 인식하고, 이 열망을 실현하는 최선을 방법을 식별하
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DF 150)

시노드 정신을 사는 교회상에 관한 시노드

이번 시노드는 ‘청년’i giovani 이라는 특정 주제만을 다룬 시노드가 아
니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의향은 새로운 역동을 북돋는 주제를 선택하
여 전 세계의 젊은 주교들을 불러모으는 데 있었다. 각국 주교회의는 대
부분 젊은 주교나 청년층을 직접 만나는 주교를 선발했다.
한 달 동안 매일 회의하면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이번 시노드는
교회에 관한, 교회의 선교에 관한, 교회의 동반과 식별 방식에 관한 시노
드이며,(참조: DF 91-113) 사목헌장부터 교회헌장에 이르는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의 가르침과 직접 관련된 시노드였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교회의 공
동합의성을 일깨웠다.(참조: DF 121)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왔다.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시노드 교부들은 주교들 간의
일치 및 교종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단체성이 이론적 언명으로만 아
니라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모든 수준에서’sinodalit a tutti i livelli 효율적으
로 실천함으로써 선명해지고 풍성해졌다고 밝혔다.(DF 119) 그리고 이 과
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다. 실로 2년 동안 청년들은 시노드 작업과 성
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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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함께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Giovani, fede e discernimento
vocazionale 을

성찰하면서 시노드적인 교회의 모습, 즉 ‘참여적이며 함께

책임을 맡는’partecipativa e corresponsabile 교회상을 드러낼 수 있었다.(DF 123)
이번 시노드는 교회를 ‘대화의 공간이며 형제애를 증언하는 공간’spazio di
dialogo e testimonianza di fraternit

으로 규정했다.(DF 1) 본회의에서 자주 언급

되었듯이 교회의 공동합의성은 교구와 지역의 현실에 체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DF 148)
최종 문서는 ‘교회가 부름 받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다음 발
걸음을 잡아 주는 지도’una mappa per orientare i prossimi passi che la Chiesa
chiamata a muovere 이다. (DF 3)

다시 말해, 청년들과 ‘함께한con’ 이번 시노드

는 교회 전체의 시노드, 즉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시노드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교회의 ‘쇄신’riforma 을 향
한 길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참조: DF 118)

Chiesa”, La Civilt Cattolica, 4039 (6 ottobre 2018), 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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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 옮김 (부산교구 우정성당 부주임)

인터넷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다량의 정보
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정보들은 웹과 소셜네트워크에서 실시
간으로 생성되고 교환된다. 인터넷 사용자는 그렇게나 많은 뉴스와 데이
터들이 그만큼 수많은 관점을 띠고 저마다 진실이라고 자처하는 앞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이 혼란 속에서 말거리를 더 많이 만드는 뉴스들,
공감과 ‘좋아요’like 를 더 많이 얻는 의견들이 진실인 양 여겨진다. 이렇게
풀어내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을까? 현 상황은 최대한 좋게 말해도 엉킨 실타래와 같다. 오도하는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도사리고서 시민들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다.1)
교종은 제52차 홍보주일 담화에서 ‘가짜뉴스’false notizie 현상을 다루었
다. 프란치스코 교종에 따르면,

✽

La Civilt Cattolica , 4041 (3/17 novembre 2018), 213-223.

✽✽ Vincenzo Anselmo S.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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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효력은 무엇보다 실제 뉴스를 ‘흉내 내는 본성’natura mimetica ,
그럴싸해 보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짜지만 진짜 같아 보이
는 뉴스는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는 성향이 있어서, 고정 관념이나 공통된 사
회적 편견에 호소함으로써, 또한 불안, 멸시, 분노, 좌절과 같은 손쉽고도 즉
각적인 감정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2)

가짜뉴스 혹은 조작된 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튀어 다니며 바이러스나 유행병처럼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진실을 식별하고 인식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최
근에 처음 생긴 현상이 아니다.

성경의 설화 모델

성경의 이야기들은 시작부터 독자로 하여금 왜곡된 진실과 거짓되고
위조된 정보들로 대표되는 큰 위험을 경고한다. 언제나 진실한 하느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고, 가짜뉴스에 의지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
힌 이들이 얻는 결과는 비극적이다. 성경 이야기는 독자가 저속한 것에
서 값진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참되고 적절한 식별 훈련이 될 수 있
다.(예레 15,19 참조) 성경의 설화를 읽을 때 우리는 정보의 원천에서 믿을 만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여 오도되지 말라는 부름을 받는다.
설화의 세계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기능과 역할을

2)

교황 프란치스코, 「제52차 홍보 주일 담화」, http://www.cbck.or.kr/bbs/bbs_read.
asp?board_id=k1200&bid=13013246 (접속일: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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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이것은 서술자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술자를 실제 저자와
혼동하지 말고 본문 속에 있는 문학적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탈출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탈출 1,1) 이것은 서술자의
목소리다.
일단, 성경 속 서술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자기가 이야기하
는 설화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하느님의 내적 삶을 포함하여 등장인
물들의 감정과 생각에까지 접근한다. 서술자의 또 다른 특징은 신빙성이
다. 그는 독자에게 정확하고 합당한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성
경의 서술자는 익명으로, 텍스트 뒤에 머물고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가 인물이나 상황에 관해 판단을 표현하거나 평가를 하는 일
은 드물다. 하지만 그런 경우 그의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설화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서술
자가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관점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의
관점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폭이 넓기 때문에 관점도
다양해지며, 독자는 다양한 관점이 다투는 가운데 이야기 속을 향해 들
어간다.
독자가 생명을 주는 말씀과 죽음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알아보고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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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설화 모델의 광대한 고찰을 보려면, Jean-Pierre Sonnet, “L’analisi narra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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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ks-Christophe Nihan, (Bologna: EDB, 2010), 45-8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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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관점과 그 신빙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성경이 어떻게 유익한지, 몇
가지 예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과 뱀의 말

창세 1장과 2-3장의 두 이야기를 순서대로 읽으면, 두 텍스트의 기원
이 달라서 생기는 긴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보완하면서 창조 이야기
를 이룬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심지어 세상 창조에 관
해서까지 이야기하는 특권을 갖는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
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 1,1-2) 서술자는 하
느님의 말씀인 “빛이 생겨라.”(창세 1,3)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속으로 느
끼신 것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창세 1,4)까지 서술한다.
성경 첫 페이지부터 독자는 서술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 믿음
과 신뢰를 두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도록 초대된다. 26절에서 하느님
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서 서술자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
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서술자에게 나오는 정보와 하
느님에게 나오는 정보는 신뢰할 만하며, 두 관점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2장과 3장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 창세
2-3장은 인간,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해 줌으로 확대해 살펴본 설화
로 이해할 수 있다. 얀 P. 포켈만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창세 2,2ㄴ-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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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원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된 인간, 인
간의 기원과 인간이 하느님 그리고 세상과 맺는 근본적 관계를 더욱 주
의 깊게 탐구한 이야기이다.”4)
창세 2,8-9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하느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꾸미
시고 거기에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다고 언급한다. “주 하느님께
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
셨다.”(창세 2,9)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두 가지 과제
를 맡기신다.(창세 2,15 참조) 하느님은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다. “너
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
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6-17)
먼저 하느님의 말씀은 선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하느님의 명
령에 관해 앙드레 웨냉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명령은 둘로 나뉘는데 우리
는 그 점을 종종 잊는다. 명령의 앞부분은 금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사
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과실을 따 먹으라고 명하는 긍정적 계명이
다.”5)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고 사람이 동산을 지배한다. 그 한가운
데에는 생명 나무가 있다.(창세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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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n. P. Fokkelman, Come leggere un racconto biblico , (Bologna: EDB, 2015), 132.

5)

Andr W nin, Da Adamo ad Abramo o l’errare dell’uomo. Lettura narrativa e
antropologica della Genesi. I. Gen 1,1–12,4 , (Bologna: EDB, 20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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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뒷부분에서 하느님은 제한을 두시고 사람에게 경고하신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7)6)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 사
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람은 그 말
씀을 깊이 들을 줄 알까? 아니면 오해할까?
창세 3장에서 뱀이 처음 한 말은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신 분의 선한
의도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뱀은 여자에게 진실을 왜곡하는 도발
적이고 기만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
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창
세 3,1)

뱀은 이러한 말로 독재자 폭군 하느님의 이미지를 전하고, 당신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연명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빼앗아 굶겨 죽이려는
분이라는 듯이 말한다.7) 그러나 독자는 뱀의 말이 진실과 다름을 알고 있
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혀 다른
식으로 말씀하셨다. 즉, 인간에게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지 못하
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느

6)

메팅거에 따르면, 창세 2,17의 텍스트는 단죄의 형식을 담은 문장이라기보다는 죽음
의 위험에 대한 주의 경보이다. 참조: Tryggve N. D. Mettinger, The Eden Narrative:
A Literary and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2–3 ,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7), 22.

7)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
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창
세 1,29) 이 점에 대해서는, W nin, Da Adamo ad Abramo . 30-32를 참고하라.

55

가짜뉴스와 성경: 어떤 말을 믿을 수 있나?

님께서 우선시하신 것은 인간이 생명 안에 머무는 것이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일이 아니었다.
여자는 뱀의 말을 소심하게 부정하려 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
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
님께서 말씀하셨다.”(창세 3,2-3) 하와의 관점 또한 왜곡되었음이 드러난다.
여자가 뱀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 또한 선물보다 금지를 전
면에 내세움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곡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먹지 말라는 금지가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로 바뀐다.
하와의 시각에서 금지는 더욱더 엄격하게 여겨진다. 게다가 여자의 관점
에서는 금지된 나무 하나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두
나무 모두 거기에 두셨다.8) 웨냉에 따르면, “금지된 나무가 그 자리를 전
부 차지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는 숲을 바로 그 나무 하나가
가려 버린다.”9)
뱀은 관점을 흐려 여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독자는 다양한 관점이 경
합하는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쉽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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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폴 주옹에 따르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
게 하셨다.”(창세 2,9)는 표현은 두 나무가 동등하다는 술어의 연결을 포함하는데, ‘동
산 한가운데에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둘로 나뉜 것이다. 그러므로 두 나무 모
두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참조: Paul Jo on-Takamitsu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 (Roma: Gregorian and Biblical Press,
2011²), 117t.

9)

W nin, Da Adamo ad Abramo . 69.

빈첸초 안셀모

관점의 무게를 재고 서술자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아 무엇이
진실인지 식별해야 한다. 뱀이 놓은 가짜뉴스의 덫은 하와의 식별을 흐리
고 혼란스럽게 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뱀에게는 하와를 조종하고 꾀
어 하느님 말씀을 거스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뱀이 주입한 최후의 독
은 남자와 여자가 당신보다 낮게 복종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 시기하는
하느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다음의 말이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
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창세 3,4-5)
이 말 또한 거짓이다. 벌써 하느님과 서술자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사
람, 즉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했다.(창세 1,2627)

남자와 여자는 이미 이룬 상태에 도달하려고 분투할 필요가 없다. 뒤

집어엎어야 할 계급도 없고 끌어내려야 할 적대자도 없다. 그러나 하와
는 뱀의 덫에 걸려 더 이상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폴 리쾨르가 했던
말처럼, “의심의 시대가 열렸다. 언어의 가장 근본적 조건, 다시 말해 언
어학자들이 ‘성실성 조항’clausola sincerit

10)

이라고 부르는 신뢰 관계에 균

열이 생겼다.”11)

10)

편집자 주: 성실성 조항이란 화자가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신뢰와 전제이
다. Shlomo Biderman, Crossing Horizons: World, Self, and Language in Indian and
Western Thought , trans. Ornan Rote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42. 혹은 계약 당사자 간에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논의
하여 개정하겠다고 계약서상에 밝히는 짧은 진술을 말한다. Bruce Barnes, Culture,
Conflict, and Meditation in the Asian Pacific ,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7), 54.

11)

Andr LaCocque-Paul Ricœur, Come pensa la Bibbia. Studi esegetici ed ermeneuti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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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3,6) 여자의
생각과 갈망의 중심에는 오직 금지된 열매만 남고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에 좋은 다른 나무들(창세 2,9 참조)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뱀은 하느님
의 말씀과 선물의 선함에 대해 남자와 여자에게 의심을 주입하면서 그들
의 적이며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거짓된 하느님 이미지를 만들었다. 프란
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는 ⋯ 본질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곧, 해롭지 않은 허위 정보는 없고, 오히려 거짓에 대한 신
뢰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왜곡은 아무리 경미해
보일지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2)

다수가 항상 옳은가?(민수 13-14장)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읽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힘들고 불확실한 여정
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에 신뢰를 둘지 아
니면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에 기댈지 결정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어느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을까? 거짓되고 패배주의적인 말에 넘
어갔을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여기서는 뱀처럼 외적 요
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자신의 거짓말이 약속의 땅에 대

(Brescia: Paideia, 2002), 60. 편집자 주: 우리말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 앙드레 라콕·
폴 리꾀르,『성서의 새로운 이해』, 우리시대의 신학총서 10, 김창주 옮김, (파주: 살림출
판사, 2006), 7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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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 「제52차 홍보 주일 담화문」,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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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여정 중인 백성의 정신을 지치게 만든다.
민수 13-14장을 보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다. 여정 내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살피시고 먹여 주셨
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당신의 뜻을 확고
히 하시면서,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찰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신
다.(민수 13,1-2 참조)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으며 백성을 향한 당신 호
의도 모호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난다. 하느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보내 정찰대를 꾸리되 지파의 수장을 보내도록 명령하신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 앞에서 신뢰와 권위를 지닌 이들로 구성되었다.
그러고서 모세는 세세한 지시를 내리면서 정찰대를 보냈다. 40일 뒤
에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 주면서 거기서
보았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고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몇 가지
발언을 보여 주는데 공공연하게 대립하는 상반된 관점이 드러난다. 백성
은 어느 쪽의 말을 믿을 것인가? 어느 진술이 참이고 어느 진술이 거짓인
가? 전지적 서술자와 하느님의 말씀이 독자에게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
반 역할을 한다.
정찰대의 보고에서 앞부분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
로 가 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채
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
다.”(민수 13,27-28, 작은따옴표는 저자의 추가) 사실 이 보고는 백성을 함정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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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려고 잘 궁리한 내용이었다.13) 정찰대는 그들이 본 땅이 좋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 땅에 사는 이들은 더욱 힘세고 무장을 갖췄기 때문
에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없다고 넌지시 말한다. 정찰대의 보고는 그 행
간에서 백성을 조종하고 그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정찰대는
진실을 말하고서(“좋은 땅이다.”) 도달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목표라는 사실
을 반박하는 말을 한다.(“‘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다.”) 그 결과, 하느님
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가 약해지고 그들이 용기를 잃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이때 정찰대의 한 사람인 칼렙이 개입을 시도하여 다른 정찰대원들
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의향을
고수하도록 백성을 격려한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민수 13,30-31) 하였다. 칼
렙 편에는 아무도 없던 반면에, 다른 정찰대원들은 백성의 마음을 약하
게 하고 낙담시키는 데 공공연하게 힘쓰고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관점의 충돌에서 신빙성 있고 전지적인 서술
자가 개입한다. 독자는 대립하는 견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서술자가 개입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정찰대의 다음 발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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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면, 그들이 백성에게 전한 두 보고 사이에 차이와 대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참조: Dennis T. Olson, Numeri , (Torino: Claudiana, 200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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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린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
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
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민수 13,32-33, 작
은따옴표는 저자의 추가)

정찰대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민수 13,1-2 참조)
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서술자는 정찰대의 보고 가운데 근거가
없고 왜곡된 정보들을 알려준다. 정찰대의 보고는 터무니없으며 과장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금방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으로 바뀐다.14) 정찰대는 다시 아낙의 자
손들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거인족에 속한 사람들처럼 묘사한다.15)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답고 좋은 곳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심연이나(창세
1,2 참조)

가꾸지 않은 황무지처럼 적대적이고 해로운 신화적인 곳으로 제

14)

참조: Ibid., 94.

15)

그리스어 성경은 ‘거인족’giganti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히브리어 성경은
nefili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nfl (떨어지다)에서 유래한 것
으로 ‘떨어진 자들’i caduti 이라는 뜻이다. 창세 6,4을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한자리에 들어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신화적 존재이지만, 본문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 반신의 존재들은 홍수 때에 사라졌다고 하므로 정찰대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
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nefilim 에 관하여는, Ronald S. Hendel, “Of Demigods and
the Deluge: Toward an Interpretation of Genesis 6: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
106 (1987), 13-2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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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에 떨어진 반신(半神), 원시의 기이
한 존재로(창세 6,4 참조) 묘사된다.
정찰대는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의 판단을 조종하기 위하여 자신들
의 이야기를 채색하고 강조한다. 그들은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말한 표
현을 왜곡하여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고 거짓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
해서, 백성의 수장들이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한을 방패
삼아 거짓 정보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주입하는 것이다.
정찰대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나와 다르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선입견을 이용한다. 마침내 그들은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들의 관점
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자신들이 작다고
느꼈고, 상대도 자신들을 똑같은 눈으로 보리라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찰대가 전한 말과 두려움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거짓된 말을 신뢰한다. 수장들 다수의 견해가 칼렙 한 사람
의 목소리보다 우세했다. 그렇게 해서 패배주의적이지 않은 유일한 견해
는 무시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했다. 그리
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불만과 조바심을 드러내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번 불평을 터뜨렸다. 마라에서는 마
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탈출 15,24 참조), 그 뒤에는, 이집트에서 먹던 빵과 고
기 냄비를 회상하면서(탈출 16,2-3.7-8 참조)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실 물이 없
다고 불평하였다.(탈출 17,3 참조)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에
새로운 뭔가가 있다.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민수 14,4)
전에는 ‘이집트에 대한 향수’nostalgia dell’Egitto 였던 것이 이제는 돌아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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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망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해 주
실 때 하신 모든 일을 뒤집어엎고, 모세의 권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
느님의 권위를 반박한다.
칼렙과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이 ‘쿠데타’colpo di stato 시도에 대
항하면서 이스라엘이 희망을 두는 하느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상기시켰
다.16)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늘은 이미 걷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
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민수 14,9) 두려워하지 말라는 초대는 효
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온 공동체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
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두려움을 초래했고 두려움은 폭력의 문턱까지 그들을 데려
갔다. 그때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어 백성의 광기에 방벽을 놓으셨다. 그렇
게 해서 가나안으로의 진입은 다음 세대로 미루어졌고, 이스라엘은 주님
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땅을 밟기 전에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민수 14,29-30 참조)

16)

칼렙과 여호수아는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수가 신봉하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사회 심리학에서 일컫는 ‘아쉬 효과’effetto Asch
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아쉬 효과는 다수가 잘못된 확신을 지지할 때,
다른 주체의 견해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와 유사한 관점을 따르는 현상이다. 아쉬 효과
에 대해서는 Robert Kreitner-Angelo Kinicki, Comportamento organizzativo , (Milano:
Apogeo, 2004), 402-40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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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서두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속할 것
이라고 선포한다. 가볍지만 믿을 수 있는 이 목소리는, 떠들썩하게 외치
는 정찰대의 장광설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미하게만
들렸다. 이렇게 두려움이 신뢰를 능가했다. 서로 다른 관점의 대립 때문
에 독자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었지만, 믿을 만한 판단을 지닌 서술자가
개입하여 정리한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다수가 지지하는 거짓과 칼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식별하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결론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일수록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더
힘세고 당당한 소리가 그만큼 더 믿을 수 있는가?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
이면 저절로 진실이 되는가? 창세 3장과 민수 13-14장의 이야기는 진실
에 대한 왜곡이 어떻게 독자에게 식별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여 준다. 어
떤 말의 편에 서야 하는가? 어떤 말이 진실이며 생명으로 이끄는가?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매혹적인 약속과 함께 설득력 있고 마음을 빼
앗는 말로 뱀이 슬며시 심은 의심은 여자를 속인다. 그러나 서술자는 참
되고 믿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독자에게 전하면서 거짓과 음모의
가면을 벗긴다. 민수기 이야기에서 속임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좌
절을 기반으로 한다. 그들의 착각과 공포를 조장하며, 새로운 것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위험으로 여겨지는 낯선 민족에 대한 두려
움을 부추긴다. 주의 깊은 독자는 이야기의 역동 속에서 하느님의 약속
과 서술자에게 의지하는 한편, 상반된 관점들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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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들은 진실임을 내세우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욱 신뢰할 만한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손쉬운 감정에 집
중해서 실재를 왜곡하고 판단을 조종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볼 수 있게 한
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내뱉는다.”(잠언 15,28) 뉴스와 의견들이 정신없
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가 거기 압도되지 않도록 초대하
며, 공포를 이용하거나 헛된 약속을 날리는 구호들의 즉각성에 휩쓸리지
않고 멈춰서 생각하고 숙고하게 한다.
‘진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emet 은 ’mn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굳건하다essere fermo , 영속하다essere stabile , 안정되다essere solido , 충실
하다essere fedele ’이며 따라서 ‘믿어도 되다essere sicuro , 확실하다certo , 참되
다vero ’는 뜻이 된다. 이러한 확신은 오직 하느님께만, 당신 백성에게 신실
하시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시는 하느님께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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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크리스천 문화에서 신앙을 식별하기✽
DISCERNERE LA FEDE IN UNA CULTURA POSTCRISTIANA✽✽

파올로 감베리니 S.J.***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 옮김 (성삼의 딸들 수녀회)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7년 4월 28일 이집트 카이로의 알아자르AlAzhar에서

열린 국제 평화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국제 사회

의 대화는 다음 세 가지 근본 규칙을 지킨다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
시켰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이들의 정체성을 존중할 의무, 둘째,
다름을 받아들일 용기, 셋째, 다른 이들의 의향에서 진심을 보려는 의지
이다.1)

✽

역자 주: ‘cultura postcristiana’를 여기서는 ‘포스트크리스천 문화’로 옮긴다. 오늘날 서
구는 문화 전반이 그리스도교의 절대적 영향을 받던 시대를 지나 그리스도교 문화의
지배적 영향을 벗어난 문화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참고하자면 이
미 대중화된 표현 ‘postmodern’의 번역어로 쓰이는 ‘근대 후의’, ‘후기 근대의’, ‘탈근대
의’, ‘하위 근대의’ 등이 의미가 부정확하다고 여겨 역자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영어 단
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굳이 한국어 번역어를 선택한다면 ‘근대 후의’가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기서 그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교 후의’라고 하
기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교는 근대처럼 일정한 시기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
대 구분을 넘어 이어지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La Civilt Cattolica, 4022 (20 gen/3 feb 2018), 116-126.
✽✽✽ Paolo Gamberini S.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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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 Conferenza internazionale per la pace , AlAzhar Conference Centre, Il Cairo, 28 aprile 2017; 참조: Antonio Spadaro, “Egitto,

파올로 감베리니

교종은 그의 권고 문헌 『복음의 기쁨』(EG)에서 “참다운 개방은 분명
하고 기쁨에 찬 정체성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도 ‘상대방의 신념을 이해하고자 하는’a comprendere quelle dell’altro , 그리고
‘대화는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sapendo che il dialogo pu
arricchire ognuno

열린 마음을 내포합니다.”(EG 251)2)라고 상기시킨 바 있다.

신앙의 ‘로고스’logos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는 처음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스 문화, 중세 스콜라철학, 종교개혁, 계몽주의, 근대주의,
원천으로 돌아가기Resourcement 3), 다원주의가 그것들이다. 그리스도교 신
앙의 로고스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세계화된 우
리 환경에서 여러 종교의 신앙에서 뻗어 나오는 문화적 과정에 열려 있
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베네딕토 16세가 2006년 9월 12일 레겐스부
르크 대학에서 했던 연설을 참고할 수 있겠다. 그는 이 연설에서 그리스
도교 신앙은 ‘폭력’violenza 이 하느님의 본성 및 이성(理性)의 본성과 양립할

terra di civilt e di alleanze. Il viaggio drammatico, terapeutico e profetico di
Francesco”, La Civilt Cattolica , 4005 (6 maggio 2017), 285-299.
2)

편집자 주: 본문에 인용된 교종 문헌의 번역은 역자의 번역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 번역은 각주에 싣는다. “참다운 개방성은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확고히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쁘게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념을 이해하려 하고’ ‘대화
가 서로를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열린 마음입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역)

3)

역자 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쇄신 원리의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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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에 반대된다. 교종은 이렇게 말
한다. “참으로 신적인 하느님은 당신을 로고스로 드러내셨고 우리를 위
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여 로고스로 행동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
시는 분이다.” 교종은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로고스logos 와 아가페agap
를, 이성과 비폭력을 결합하고자 했다. 이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항상 요
구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적 조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Non

intratur in veritatem nisi per caritatem.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면 진리 안으로 들
4)

어갈 수 없다.)

아가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가 세상에서 교회가 겪

는 변화들에 열려 있되, 여러 형태의 근본주의에 굴하지 않고 또 모든 형
태의 ‘베네딕토의 선택’Benedict Option 5)을 피하게 한다.
이탈리아 『치빌타 카톨리카』와의 첫 대담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이
렇게 말했다. “하느님은 역사적 계시 안에서, 시간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시간은 어떤 것이 흘러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공간은 그 과정을 고정시
키지요. 하느님은 시간 안에, 곧 진행되는 과정 안에 계십니다.”6)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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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gostino, s., Contra Faustum Manichaeum , l. 32, n. 18.

5)

세상에서 물러나는 선택. ‘베네딕토의 선택’은 서방 수도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친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6세기 중엽 사망)에게서 나온 표현이다. 참조: Andreas
Gon alves Lind, “Qual il compito dei cristiani nella societ di oggi? ‘Opzione
Benedetto’ ed eresia donatista”, La Civilt Cattolica , 4022 (20 gen/3 feb 2018), 105115.

6)

Antonio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La Civilt Cattolica , 3918 (19
settembre 2013), 468. 우리말 번역본은 교황 프란치스코,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
다: 안토니오 스파다로와의 대담집』, 국춘심 옮김, (서울: 솔 출판사, 2014), 150-151. 역

파올로 감베리니

도교 신앙의 로고스는 모든 형태의 고정과 경직성을 즉시 한쪽으로 밀
쳐놓을 준비가, 항상 더욱더 세상과 인간문화의 역사 안에서 ‘식별 과정’
processo di discernimento 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종 프란치스코

는 이 과정을 ‘철학적, 신학적, 사목적 사상의 다양한 노선’(EG 40)을 기꺼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하는 로고스는
‘미묘한 차이도 없이 모두가 옹호하는 단일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다
함없는 풍요로움이 지닌 여러 측면을 더 잘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데’(EG
7)

40)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다수성(多數性)과 다양성에서 형태를 취한다.

이 식별 과정에서 교회일치의 과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리
스도교 교회들 사이에 신앙의 교리를 화해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구성해 보자. 첫째는 ‘진리의 위계(位階)’gerarchia delle verit 라는
원리이고, 둘째는 ‘교리의 진화’evoluzione della dottrina 라는 원리이며, 셋째
는 ‘살아 있는 신앙’fede vivente 이라는 원리이다.
우리 논의의 목적을 보건대, ‘교의’dogma 를 ‘교리’dottrina 와 구분하는 요
소인 권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리’dottrina 와 ‘교의’dogma 라는
용어는 동의어로 이해된다. 한편으로는 신앙과 윤리에 관한 모든 교리

자 주: 여기서 이탈리아어의 ‘공간’lo spazio 은 시간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길이로 한정
된 단위의 기간’을 가리킨다. 특정한 권력의 자리, 곧 어떤 직책의 임기처럼 권한과 함
께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공간’으로 표현한다. 『복음의 기쁨』 222-223항의 “시간이 공
간보다 중요하다.” 참조.
7)

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철학과 신학과 사목의 다양한 사상의 흐름’, ‘어
떠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옹호하는 단일한 교리’, ‘그지없이 풍요로운
복음이 지닌 여러 측면들을 드러내고 펼쳐 가는 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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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의가 되지는 않았으며 단지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혹은 가
장 높은 교회 권위(공의회, 교종의 무류적 교도권)에 의해 본질상 계시와 긴밀하
게 연결된 것으로 인정된 교리만이 교의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
리도 교의도 모두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insegnamenti 으로

간주된다.

교리를 식별함, 교리 안에서 식별함

『복음의 기쁨』 36항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교리 식별의 첫째 원리
를 명백히 밝힌다. 교회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11항을 인용
하면서 교종은 진리의 ‘위계’gerarchia 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신앙의
교의들 및 윤리적 가르침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와 맺고 있는 연계는
각기 ‘다르다.’diverso 교종은 같은 권고 문헌에서 특히 교회일치의 대화를
다루면서 이 식별의 원리를 다시 취한다.

진리의 위계라는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선포와 봉사와 증언이라는 공통
의 형태를 향해 신속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많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자유롭고 풍성한 활동을 실제
로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EG 246)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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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이렇다. “진리의 서열이라는 원칙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공통된 표현으로 선포하고 봉사하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를 일치시키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활동
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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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리는 ‘교리의 진화’evoluzione della dottrina 로서, 존 헨리 뉴먼이 제
시했던 바와 같다.9) 교리의 발전은 단순히 핵심과 본질은 그대로 두고 교
리의 표현공식만 바뀌는 데 있지 않다. 그러한 유형의 진화라면 교리 안
에 암시적으로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진화
를 일으킨 외적 요인들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래된 것
에서 새로운 것으로 건너가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
식으로는 결국 전통이 형성되는 과정을 진리의 계시에 안으로부터 영향
을 주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전통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유통되지 않는 동전에 비유될 수 없다. 전통
은 그저 반복하기만 해야 하는 죽은 표현공식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정해
진 전제들의 발전도 아니다. 하나의 전통이 지니는 생명력은 변화하는 시대
에 가장 적합한,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유지하는 어떤 다른 표현공식에 있지
도 않다. 유일하고 동일한 전통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 앞에서는 또 다시 토론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역사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다.10)

신앙의 교리를 식별하기 위한 셋째 원리, 곧 ‘살아 있는 신앙’fede
vivente 의

원리는 『복음의 기쁨』의 한 대목에서 나온다. 교종 프란치스코

9)

참조: John H. Newman, Lo sviluppo della dottrina cristiana , (Milano: Jaca Book,
2003).

10)

Walter Kasper, Wahrheit und Freiheit. Die «Erkl rung ber die Religionsfreiheit»
des II. Vatikanischen Konzils ,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sit tsverlag, 198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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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이 온전히 정통교리적인 언어를 듣게 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이해하
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부합하지 않
는 어떤 것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느님과 인간 존재에 관한 진리를 전한
다는 거룩한 지향으로도 어떤 경우에 우리는 거짓 신이나 참으로 그리스도교
적이 아닌 인간적 이상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리조문
에 충실하면서도 실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EG 41)11)

신앙 표명이 실행되려면 의지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명백함은 이성적 명백함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2) 의지의 외적 기
능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의 명백함과 이성적 명백함 사이의 역동적 긴장
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종종 그러한 긴장은 어떤 신앙의 교리에 충실한
지성과 논의의 여지가 없는 진리에 충실한 지성 사이에 불협화음 상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불일치로 인해,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충
실성 안에서 연구와 조사와 탐구가 일어난다. 신앙 표명은 믿는 내용의
명백함을 향해 나아가는 지성의 움직임을 없애지 않으며, 따라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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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이렇다. “신자들이 완전한 정통 교리의 언어를 듣
게 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 참된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인간 존재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는 거룩한 지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따금 사람들에게 거
짓 신을 주거나 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인간적인 이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리 조문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참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I, q. 2, a. 1, ad 3um.

파올로 감베리니

credere 와

‘생각하기’pensare 사이의 차이를 없애지 않는다. 방금 말한 긴장

은 양심과 신앙 사이 ‘믿음의’credente 유대를 ‘살아 있는’vivo 유대로 정의
한다. 그런가 하면 죽은 신앙은 ‘교리’dottrine 를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면서 ‘믿기’credere 와 ‘생각하기’pensare 사이의 차이를 흐린다. 신
앙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왜곡은 신앙의 교리를 경직된 공식으로 바꾸어
버린다.
‘객관적’oggettiva 신앙의 실재fides quae 와 ‘주관적’soggettiva 신앙의 실재
fides qua13) 사이에는 ‘상호침투’pericoresi 의 운동이 있다. 그래서 교의적
언표(言表, il credo )14)의 ‘객관성’oggettivit 은 신앙의 표명il credere 내부에 있으
며, 밖에 있지 않다. 믿는 행위il credere 의 실존적 참여가 없다면 신앙의 교
리il credo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의 표현공
식의 ‘진리’verit 는 그것을 고백하는 주체의 믿는 행위와 자유로운 동의의
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oggettivo 이고 ‘동떨어진’distaccato 어떤 것
이 아니다. 어떤 교의 표현공식이 믿는 사람 안에 신앙의 표명을 일깨우
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명하게 말한
다. “Actus credendi non terminatur ad enuntiabile sed ad rem.”(신앙의 표
명은 표현공식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재에서 끝난다.)

15)

2015년 11월에

13)

역자 주: fides quae는 믿음의 객관적 대상과 내용으로서 계시, 성전, 교도권의 가르침
등을 의미하고 fides qua는 신앙의 유산을 스스로 받아들여 믿는 주체의 개인적 행위
로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을 포함한다.

14)

역자 주: 이른 바 신경(信經)이라고 말하는 신앙고백문.

15)

Ibid., II-I, q. 2, a. 2. 역자 주: 여기서 “실재”res 는 하느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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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에서 열린 이탈리아 교회 전국 대회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신자
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그리스도교 교리는 질문, 의심, 의문을 낳지
못하는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살아 있으며 동요를 일으킬 줄도 알고
활력을 돋을 줄도 압니다.”16)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L)에서 교종은 평신도들에게 ‘모든 도식이
깨지는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개인적 식별을 실행’17)할 결정적 과제가 있
음을 집어 말한다. “우리는 양심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꾸라
고 요청받고 있습니다.”(AL 37)18) 식별은 단순히 교리나 규율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그리고 더욱
충만하게 이상(理想)을 실현하게 해 주는 새로운 결정에 늘 열려’(AL 303)19)
있는 일이다.
‘가톨릭교회와 아시리아 동방 교회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공동 선언’
(199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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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화(義化) 교리에 관한 합동선언’(1999) 등 가톨릭교회와 다른 교

16)

Francesco, Discorso , nell’Incontro con I rappresentanti del V Convegno nazionale
della Chiesa italiana,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5/
nov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51110_firenze-convegno-chiesa-italiana.
html (접속일: 2018. 12. 28)

17)

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자신만의 식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이다.

18)

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우리는 양심의 대체가 아니라 양심의 함양을 요
청받습니다.”이다.

19)

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역동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별은 성장의 새로운 단계와, 이 이상을 더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이다.

파올로 감베리니

회들 사이의 공동 선언 몇 가지는 식별이 단지 사목적, 개인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교의적, 교회일치적 차원에서도 교회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가톨릭교회와 아시리아 동방 교회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공동 선언’
에서는 대화와 식별의 과정이 교회들로 하여금 과거의 교리적 차이가
‘현재에는’nel presente 더 이상 ‘상반되는’contraddittorie 것으로 여겨지지 않
는다는 점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 차이들은 대개 오해
에서 기인했고 정통교리가 아니라고 간주될 만한 것은 아니다. ‘의화 교
리에 관한 합동선언’에서는 루터교회들과 가톨릭교회가 “이제는 공통된
이해를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교리를 다듬어 가는 과
정에서 생기는 차이가 더 이상 단죄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
면서 의화 교리의 근본 진리들에 대한 동의’(5항)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차이를 식별하고 화해시키는 일
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의 본질에 속한다. 2016년 10월 31일 룬드
의 루터교 대성당에서 행한 강론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종교개혁 당시
에 가톨릭 편에서도 루터교 편에서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옹호하려는’
professare e difendere la vera fede

진실한 의지가 있었음을, 그러나 ‘우리는 상

대가 다른 강세와 다른 언어로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었음’을 인정했다.20) 2017년 4월 28일 이집

20)

Francesco, Omelia , nella Preghiera ecumenica comune nella cattedrale luterana
di Lund,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6/documents/papafrancesco_20161031_omelia-svezia-lund.html (접속일: 2018. 12. 28). 참조: Gianca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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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순방에서 콥트정교회 타와드루스 2세 교종의 연설에 답사하면서 교
종 프란치스코는 ‘우리는 더 이상 해석상의 차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우리를 서로 낯설게 만든 수 세기의 역사와 전통 뒤에 숨을 수도
없음’21)을 상기시켰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용하여, 파르메니
데스의 ‘양자택일적’tertium non datur 동일성 원리로 정의되는 ‘호교적’
apologetica

로고스를 넘어서 ‘대화적’dialogica 로고스, 즉 ‘십자가 이야기’ho

logos tou staurou 를

받아들이도록 부추긴다. 대화적 로고스에서는 ‘케노시

스’kenotica , 다시 말해 로고스의 자기 비움에 의해 오히려 ‘논증’elenchus 에
힘이 실린다. 진리를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어떠한 소유권도
내려놓기로 마음먹으며, 제3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modo duale 을

거부할 때 비로소 신앙의 로고스는 하느님을 입고 그리스도

를 입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달리 이해하는 것은 지적 엄격
함을 피하려고 타협하거나 손쉬운 설명을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변적
특성이며 역설적 사고방식으로서 삼위일체적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이
는 ‘이것 아니면 저것’aut-aut 의 변증법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et-et 의 변
증법을 따라 진행된다. 여기에 성령이 주어진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적 로

Pani, “Il viaggio del Papa in Svezia”, La Civilt Cattolica , 3994 (26 novembre 2016),
381-39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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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Discorso , nella Visita di cortesia a S.S. Papa Tawadros II, https://
w2.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28_egitto-tawadros-ii.html (접속일: 2018. 12. 28). 참조: Spadaro,
“Egitto, terra di civilt e di allea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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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닌 ‘이것도 저것도’의 포괄성과 ‘가톨릭성’
cattolicit

을 되찾는다.

이 다른 로고스의 예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에게 주시는 답변에서 볼 수 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
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
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
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1-24)

그리짐 산과 시온 산(예루살렘), 두 산의 대립은 ‘이분법적 사고방식’
modo duale 을

상징한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한편이 승리하고(‘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리지만’)

다른 편이 패배한다.(‘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

‘비이분법적 사고방식’modo non duale 은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잘 드러난다. 참으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산으로 상징되는)

누

가 더 큰지 따지는 논리를 떠나 그리스도의 논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
다.(루카 9,46-50 참조) 이 논리는 ‘이분법적이지 않고’non duale 심지어 대립적
요소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in spirito e verit 끌어안아, 신앙의 교리를 ‘다
른 이들과 함께’con gli altri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규정하기
에 이른다. 교리의 식별, 교리 안에서의 식별 과정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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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루카 9,50)이기 때
문이다.
2015년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저녁기도 강론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산 편에 서거나 성전 편에 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는 모든 벽
을 허무시며 더 멀리 본질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예배의 진리를 인용하십
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수많은 논란은 논쟁적이거나 호교적인 태도를 모두 옆으로 치워 놓
고, 그 대신 우리를 결합시키는 부르심을 깊은 데서 포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성부의 사
랑의 신비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
는 상대에게 자기 의견을 입증하려고 하는 세련된 이론적 토론의 결실이 아
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오셔도 여전히 토론 중인 우리를
보게 되시겠지요. 하느님 신비의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를 필요로 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만나고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름을 조화시키시고 갈등을 극복하시며
다름을 화해시키시는 분입니다.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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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Omelia , nella Celebrazione dei Vespri nella solennit della Conversione
di san Paolo apostolo,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5/
documents/papa-francesco_20150125_vespri-conversione-san-paolo.html (접속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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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만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교리를 식별하고 교의적 차이들을 화해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가톨릭 신자들은 진리가 온전히 소유될 수 없음
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진리에 관한 지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좌우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믿지 않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Lettera a chi no crede 에서 『라레푸블리카』 신문의 전 편집장이자 언
론인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믿는 이들에게
“진리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곧 자
신의 역사와 문화,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서 진리
를 포착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23)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 는 ‘관계’relazione 로서의 진리와 ‘더, 더욱’
magis

으로서의 하느님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기초한다. 둘 다 교리의 ‘대

상’oggetto 인 ‘초월자’il Tra-scendente 를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로 여긴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항상 더 크시다.”Deus sempre maior . 또,
교리의 ‘길’via 은 ‘오르내리며’tra-scendere , 파악한 신비를 계속 초월해 가는
지속적 과정으로 여긴다. 진리는 하나의 표현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
하는 ‘어떤 이’Qualquno ,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만나라고 요청하는 ‘어
떤 이’Qualquno 이다.
교리와 교의의 표현공식들을 초월할 필요는 『복음의 기쁨』의 두 구

23)

Francesco, Lettera a chi non crede,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
letter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911_eugenio-scalfari.html (접속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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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교회는] 계시된 말씀의 해석과 진리의 이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세한 차이도 없이 모두가 옹호하는 단일한 교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불완
전한 분산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리조문에 충
실하면서 실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진
리의 표현은 여러 형태일 수 있으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의미
를 지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 형태들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합시다.(EG 40-41)24)

교종 프란치스코는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영신수련』 제2주간의
영의 식별 여덟째 규칙(336번)에서 설명하는 ‘이유 없는 위로’consolazione
senza causa 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회 신학자 칼

라너는 이 ‘이유 없는 위로’consolazione senza causa 를 하느님만을 대상으
로 하는 주제가 없는 체험이라고 말한다. ‘하느님’Dio 이라는 말로 의도하
는 것은 하나의 정의(定義)나 개념이 아니고 모든 개념과 정의 너머에 있
는 지평이다. ‘이유 없는 위로’consolazione senza causa 는 다른 모든 것을 상
대적이 되게 하는 비판적이고 초월적인 전제이다. 이냐시오는 ‘초월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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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은 이렇다. “[교회는]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
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떠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사람
이 옹호하는 단일한 교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
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리조문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려면 이러한 표현 형태들이 반드시 쇄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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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cendentale

순간과 ‘범주적’categoriale 순간을 주의 깊게 구분한다. 초월

적 순간은 하느님께서 제1원인으로 활동하시는 순간이고, 범주적 순간은
인간 응답이 하느님의 직접 행동을 취해다가 생각, 표상, 언어를 통해 표
현하는 순간이다.25) 이 구분으로 인해 교리의 모든 표현 공식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마지스라는 이냐시오적 개념에 함축된 하느님의 역동적 초월
성에 종속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 라너는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대한 건전하고 적
절한 이해를 주장한다.26) 교종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치빌타 카톨리
카』와의 대담에서 신비에 대한 예수회의 전통을 상기시킨다. “예수회원
은 완성되지 않은 생각, 열린 생각의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회 안에는 폐
쇄적이고 경직된 생각, 신비적이기보다는 더 교육적-수행적인 사상을
살아왔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27) 이 ‘신비적’mistico 사고의 ‘넘어서는’
trasgressivo

특성은 하느님 신비에 대한 모든 체험과 이해를 규정하고 (재)

형성한다. ‘넘어서는’이라는 의미의 ‘trasgressivo ’라는 말은 ‘너머로 건너
가다’라는 의미의 ‘transgredior ’에서 왔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하
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불확실성이 커짐을 인정한다.

25)
26)

참조: William H. Longridge, Gli esercizi spirituali di S. Ignazio di Loyola , (Roma:
Paoline, 1965).
참조: Karl Rahner, “Justifying Faith in an Agnostic World”, in Theological

Investigations , vol. XXI, (New York: Crossroad, 1988).
27)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455;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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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적으로 확실하게 하느님을 만났고 일말의 불확실성도
스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저에게 이건 중요한 열쇠입니
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종교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
는 거짓 예언자라는 의미이지요. 모세와 같은 하느님 백성의 위대한 안내자
들은 항상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지요. 우리의 확실성에가 아니라 주님
께 자리를 남겨드려야 하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 위로의 확인으로 열려
있는 모든 참된 식별에는 불확실성이 들어 있습니다.28)

이 불확실성이 열어 놓은 비어 있음, 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il nonancora 은

대화의 광장인 ‘아레오파고’areopago 를 가능케 하는데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식별’discernimento 를 행한다.
이렇게 식별에는 신비적 차원이 있다. “하느님은 정의될 수 없다.”deus
definiri nequit 라는

부정을 통해29) 하느님을 아는 것만이 초월의 과정을 가

능케 하기 때문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스칼파리와의 대담에서 자신이
믿는 하느님은 ‘가톨릭교’cattolico 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
니다. 가톨릭교에 속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교 하느님이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계실 뿐입니다.”30) 그리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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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bid., 469;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153.

29)

역자 주: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하느님을 정의하는
긍정신학과 달리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될 수 없고 포착될 수 없다”와 같이 부
정의 방식으로 정의하는 신학 방법론.

30)

Eugenio Scalfari, “Papa Francesco a Scalfari: cos cambier la Chiesa. ‘Giovani senza
lavoro, uno dei mali del mondo’”, http://www.repubblica.it/cultura/2013/10/0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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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치빌타 카톨리카』 편집장과의 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걸어가면서 길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 식별은 근본적인 것
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고주의자요 법률주의자라면, 모든 것이 분명하
고 확실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전통과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하느님께 새로운 자리를 열어드리는 용기를 가지도록 도
와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항상 규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 지나
치게 교리적 ‘확실성’sicurezza 을 중요시하는 사람, 잃어버린 과거를 고집
스럽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정된 퇴행적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은 수많은 이데올로기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저
에겐 교의적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삶 안에 계신
다는 것, 하느님은 각자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요.31)

위에서 말한 ‘믿지 않는 이에게 보낸 편지’Lettera a chi no crede 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다.”Io sono la via, la verit e la vita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설한다.

결정적으로 사랑과 온전히 하나인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위
해서는 겸손과 개방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papa_francesco_a_scalfari_cos_cambier_la_chiesa-67630792/?refresh_ce (접속일:
2018. 12.28).
31)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469;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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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어쩌면 절대적 대립이라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온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
작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2)

문헌 「대화와 선포」(1991)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는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받은 진리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끝없는 과정’un processo
senza fine 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종교
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들 전통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준
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깊이 박힌 편견을 뿌리 뽑고 이미
지니고 있던 생각들을 재검토하도록, 때로는 자신들의 신앙 자체에 대한 이
해를 정화하도록 재촉 받는다.(49항)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sentimenti di Cristo Ges
2,5)은

(필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스를 형성하고 변모시킨다.

신앙의 로고스에 대한 표현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한 하나
의 예를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유다교적 성경 해
석에 대한 문헌에서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성경 본문의 유다교적 독해가
가능하고 합당하다고 인정하며 메시아에 대한 유다교적 희망이 헛되지
않다고 말한다.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로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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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다른 이들과 함께’con gli altri — 이 경우에는 유다인들과 함께 — 신
앙의 교리를 정의하게 될 때 자신의 교리 개념을 어떻게 재검토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가 된다. 그렇게 해서 ‘대체’sostituzione 라는 개념, 혹은 ‘새
로운 것’il nuovo 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더 나은 것으로서 ‘낡은 것’il vecchio
으로서의 유다교를 대신한다는 개념을 거부하게 되었다.
교리의 식별, 화해, 변모는 교종 프란치스코가 알아자르Al-Azhar 연설
에서 상기시켰듯이, 일종의 우상처럼 신성한 것인 양 여전히 교리 안에
자리 잡고서 절대자를 향한 참된 개방을 막는 ‘폭력의 민낯을 드러낼 수’
smascherare la violenza

33)

있게 할 것이다.33)

참조: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 Confer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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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 바버가 본 과학과 종교의 관계✽
Il Rapporto tra Scienza e Religione secondo Ian G. Barbour✽✽

잔도메니코 무치 S.J.✽✽✽
김도현 바오로 S.J. 옮김

이언 바버Ian Graeme. Barbour, 1923-2013는 물리학자인 동시에 신학자라는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물
리학을 공부하는 동안 엔리코 페르미1)의 조교였으며, 물리학 박사 학위
를 받은 후 미시간의 캘러머주 대학교에서 물리학자로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후에 예일 신학교에서 신학, 윤리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1955년부
터 미국 최초로 물리학과 종교학, 두 학과에서 강의했다. 그는 종교와 과
학을 함께 다루는 과목을 대학 환경에 최초로 소개하고 이 결합된 학제

✽

편집자 주: 이 글은 저명한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이언 바버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해 생생한 열린 토론을 통해 공헌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바버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바버는 과학과 신앙 사이
의 상호작용과 거기에서 파생된 지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화와 통합을 명백히 확인
시켜 주었다.

✽✽ La Civilt Cattolica , 4029 (5 maggio 2018), 286-292.
✽✽✽ Giandomenico Mucci S.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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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는 1942년에 세계 최초로 핵분열 실험을 성공한 인
물로 이언 바버가 박사과정을 밟던 시기에 시카고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3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잔도메니코 무치

를 정착시켰다. 1960년대부터 다른 학자들도 이 길을 따르게 되었으니 바
버를 선구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근 출간된 학술서에서는 바버의 통합 이론이 신앙과 과학의 관계
에 관한 바오로 6세의 성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명했다.2)
이 미국인 물리학자-신학자의 글에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
해, 그가 두 가지 기본개념을 적절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을 미
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신학은 사람들과 사회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분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로 종교는 각 종교의 신앙에
해당하는 교의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3)
바버의 주요 저술은 1988년에 출판되었으며,4) 1990년, 1997년 및 2000
년에 다른 제목으로 개정증보판이 나왔다.5) 그 글의 독창성은 과학과 신
앙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둘의 통합
을 제안하고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희망한 점에 있다.
갈등과 분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실재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등은 과학적 유물론과 축자적 성경 해석에서 나

2)

Maximillian Grech, Il contributo di Paolo VI per un dialogo efficace tra la Chiesa e il
mondo scientifico , (Rome: Pont. Univ. Gregoriana, 2016).

3)

참조: Ibid., 8, 33f, 주 49, 주 50. 본고는 전적으로 이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4)

Ian G. Barbour, “Ways of Relating Science and Theology,” in Physics, philosophy
and theology: a common quest for understanding , eds., Robert J. Russell-William R.
Stoeger–George V. Coyne, (Vatican City: Libr. Ed. Vaticana, 1988), 21-48.

5)

참조: Grech, Il contributo di Paolo VI,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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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산물이다. 분립은 신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방법론과 언어의 차
이에 기인한다. 대화는 과학을 낳는 ‘일반 전제’pressuposti generali , ‘극한 질
문과 상황’domande e situazioni limite , ‘방법론적 평행성’parallelismi metodologici ,
‘발견적 유사성’analogie euristiche 을 고려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통합은 ‘자
연신학’teologia naturale , ‘자연의 신학’teologia della natura , ‘조직적 통합’sintesi
sistematica

6)

에 적절하다.7)

갈등8)

실증주의 철학이 두드러졌던 1800년대 후반에 과학과 신앙의 ‘관계’
relazione 는

두 실재 간의 갈등으로 규정되었다.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 이

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이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실증주의는
두 지식 분야 간의 필수불가결한 양립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
서 하나의 지식은 이쪽 아니면 저쪽에 속하고 두 분야는 결합할 가능성
이 없다고 본다.
만일 과학의 실험적 · 이론적 방식으로 얻는 지식만이 유일한 지식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적 경험에서 얻는 지식은 어떠한 가치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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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자 주: 화이트헤드 이후의 ‘과정신학’을 일컫는다.

7)

Ibid., 10, 35-59.

8)

편집자 주: 이언 바버는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를 갈등, 분립, 대화, 통합이라는 네 가지
모델로서 제시한 바가 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모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Ian G. Barbour, Religion in an Age of Science ,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0;
Ibid., When Science Meets Religion: Enemies, Strangers, or Partners? ,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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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과학적 · 실험적 차원에서 타당한 답을
성경에서 얻어내려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에게 오해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자신의 지식 형식이
우월하다고 입증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각각의 인식론적 원리들과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크 모노Jacques
Sagan과

Monod,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칼 세이건Carl

같은 과학자들이 쓴 대중 서적들은 우주가 오직 천문학적 기원

들, 생화학적 메커니즘과 진화론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확산시켜왔다. 이런 저자들에게는 객관적 지식이 오직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설명에만 의존하는 반면, 종교는 주관적이고 비
판적이지 않은 지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버는 바로 이 점, 과
학적 주제와 철학적 주제의 혼동 그리고 실험 과학에 대한 과장된 신념
을 비판했다.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사고에서는 이 견해가 여전히 우세하며, 성
경 축자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바버는 갈릴레이의 비극을 일으켰던 축
자적 성경 해석을 가톨릭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미국의 몇몇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소위 ‘과
학적 창조론’creazionismo scientifico 9) 즉,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성경 구
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9)

역자 주: 한국에서는 ‘창조과학’이라고 흔히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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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창조론’creazionismo scientifico 은 과학과 신앙 각각의 자율성에 심각
한 위협이 된다. 이 사상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속했던 사회의
여러 영역이 급속히 변하면서 일어난 ‘윤리적 혼란’smarrimento etico 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으며, 결국 불관용과 종교적 근본주의를 키운 이데올로기를
취했다. 과학적 창조론의 지지자들은 한편으로 진화론적 자연주의자들이 진
화론 등의 과학 이론에 입각해 유물론적 · 무신론적 관점을 확산시키려고 심
어둔 ‘전략’strategia 의 ‘정체를 밝혔다.’smascherato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화
론을 단지 무신론적인 철학적 주장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론의 진정한 과학
적 가치를 비워버리는 우를 범했고, 그리하여 과학과 종교 중에서 반드시 하
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키우게 되었다.10)

분립

처음에 바버는 과학과 신앙이 별개의 분야이며 각각 취하는 방식이
구별되므로, 심리적 · 개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간섭하지 않은 채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증주의에 치우친 과학자들은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는 진술은 전
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은 언어마다 정해진 기
능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므로 종교와 과학을 서로 환원되지 않는 별개의
실재들로 보았다. 이런 입장은 해묵은 갈등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장
점과 어느 정도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함께 보여준다.

10)

90

Ibid., 40f.

잔도메니코 무치

대화

바버는 후에 상호 분립의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와 과학이 대화
를 시작할 기반이 될 만한 접점을 연구했다. 바버는 총 네 가지 접촉점을
제안했다. 과학을 낳는 일반 전제, 극한 질문과 상황, 방법론적 평행성 및
발견적 유사성이었다.
일반 전제. 바버에 따르면, 과학은 유다-그리스도교 사상과 기원적
유대를 맺고 있다. 세상을 이해 가능하고 필연적인 실재로 바라본 그리
스적 사고와 달리, 유다-그리스도교 사상은 세상을 이해 가능한 우연적
실재이고, 신의 것이 아닌 한 세속에 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성적으로
인간의 실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극한 질문과 상황. 과학 영역 안에서 발생하지만 과학은 답을 주지 못
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바버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비추어 전통 신학 교리들을 재정립
할 ‘타당성’plausibilit 에 대해 물었다. ⋯ 과학과 신앙 양쪽에 적용되는 주제
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원죄 교리와 진화 이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촉점’
punto di contatto 을 찾는다면, 그리고 교리의 언어가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

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발전과 교리 재정립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대화를
촉발하기에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1)

방법론적 평행성. 19세기 중반 이래로 과학 철학은 항상 객관적인 과

11)

Ibi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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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항상 주관적인 종교라는 구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바버
도, 과학 연구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전적으로 객관적인 관찰이 인식론적
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여겼다. 과학자들조차 자신의 부분적이고 조건적
인 관점으로밖에 대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석 과정 자
체도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키며 관찰자는 참여 주체가 된다.

이 미국인 학자는 종교의 근본 구조도 어떤 면에서는 과학의 근본 구조와 유
사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사실, 종교와 과학 둘 다 역사에 좌우되는 맥락
안에서 가설연역적 명제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낸다. 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
서 유사하고 확장 가능하며 일관적이고 상징적인 모델들을 통해 관찰과 경험
을 조직화하며, 그 모델들은 은유를 통해 표현된다. 분명 종교적 믿음들을 실
험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과학 연구에 적합한 ‘조사 정신’spirito indagatore
으로 걸러진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일관성, 완전성, 생산성이라는 과학적
기준은 사실 종교적 사상에서도 ‘평행하게’parallelismi 발견된다.12)

발견적 유사성. 오늘날 몇몇 저자들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방법론
의 평행성을 넘어서 심지어 개념에도 평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특
정 종교 전통에서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유비적으로 사용
될 과학 이론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버는 그 예로 과학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전달’la comunicazione d’informazione 을 예로 든다. 여기에는
유기물의 DNA, 컴퓨터 프로그램, 뇌신경 구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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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비전과의 개념적 평행성
을 흥미롭게 보여준다.”13)

통합

바버에 따르면, 과학과 신앙 각각의 정체성과 자율성에서 더욱 긴밀
한 상호침투가 가능하다. 통합은 다음 세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 신
학: 과학으로 검증 가능한 자연의 지적 설계에서 출발하여 하느님의 존
재를 설명할 때. 자연의 신학: 과학 이론이 몇몇 창조 교리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조직적 통합: 과학과 종교가 함께 포괄적 형이상학 혹은
‘단일한 이성적 이해’comprensione razionale unitaria 를 발전시킬 때. 과학기술
적 지식과 그리스도교 신앙 간의 이러한 통합은 현대인들에게 신앙이 이
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여줌으로써 현대의 세속주의로 인해 신
앙에서 떨어져 나간 듯 보이는 ‘삶의 의미’pertinenza all vita 를 신앙에 되돌
려주려는 목적을 갖는다. 여기서는 두 영역만 살펴보겠다.
자연신학은 이성 안에서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찾는다. 이것은 문화
적 · 교리적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지적설계론의 지지자들은 유신론적 비전의 타당성과 진리를 확신에 차서 내
보이는 겉치레를 좇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적 설계자’disegnatore intelligente

13)

Ibi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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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믿는 편이 그밖에 다른 해석을 믿는 ‘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거나’
pi plausibile di 조금 더 느슨한 그들의 표현을 빌려, 다른 해석을 믿는 ‘것만큼

타당성이 있다’plausibile come 고 주장할 뿐이다. 바버에 따르면 자연신학은 신
앙에 방해가 되는 몇몇 가지를 극복하여 종교 경험에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참
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4)

만일 자연신학이 개인의 종교 체험과 역사적 종교 전통에서 파생하
는 유신론적 신앙을 인정한다면, 하느님이 세상의 지적 창조자이지만 세
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초자연적으로 계시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신
론(理神論)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자연의 신학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기록된 경험들, 전승들 및 역
사적 계시들에서 출발한다. 바버는 과학과 신앙을 지식에 대한 독립적
원천으로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둘 사이에, 예를 들면, 세상의 창조 및
인간 기원에 관한 주제들에, ‘겹치는 영역’aree di sovrapposizione 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영역에서 신학적 사고는 과학적 발견 결과에 의해 ‘더
나아질 수 있다.’essere reso migliore
더 나아가서,

바버는 ‘자연의 신학’teologia della natura 을 통해 과학과 종교가 시너지를 이루
어, 현대 사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환경 윤리의 정교화’elaborare un’etica dell’
ambiente 라는 ‘고된 작업’l’arduo compito 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 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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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과학은 현대 기술과 생활 트렌드에서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평가할
데이터와 카테고리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종교 교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연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류를 자극할
수 있다.15)

평가

바버의 공로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는 점, 두 실재의 상호작용이 나아갈 올바른 길과 거기서 파생되는 지식
을 명백히 대화와 통합 안에서 이해했다는 점에 있다.
이 미국인 학자가 과학의 발전, 방법론적 평행성, 발견적 유사성에 비
추어 전통적 신학 교리를 재정립할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같
지만, 과학과 신앙의 적대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문
제를 논의에서 지워버렸다는 점은 분명히 그의 공적이다. 하지만 지금도
시대에 뒤떨어진 실증주의의 추종자들과 과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맹렬하게 나서기까지 한다. 이들에게는 낡은 반성직주의
의 부스러기가 결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버의 사상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 특히 과학과 신앙의 접촉점
에 관한 사상은 가치 있는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데 이를 어느 정
도로 적용할지는 바버가 우주론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신학적 교
리만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교리들은 현
대 과학적 발견들과 접촉접이 있지만 그는 거기서 신앙의 핵심인 교의적

15)

Ibi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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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은 거의 관찰하지 않는다.
교회는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논쟁과 갈등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신앙과 과학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
었던 정신 자세를’16) 전부터 공식적으로 개탄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물이 급속히 변동하고 사고방식이 매우 다른 현
대에서, 특별히 교회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제도와 전문 분야에 정통하고 그 깊은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17) 바버는 이러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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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36항 b.

17)

Ibid., 44항 b.

18)

바버와 동시대 사람으로 아서 피코크Arthur Peacoke와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이 있
다. 두 사람도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이며 바버와 마찬가지로 ‘템플턴상’Premi Templeton
을 수상했다. 폴킹혼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사퇴하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
가 되었다. 역자 주: 아서 피코크는 생화학자이고, 존 폴킹혼은 물리학자이다. 피코크
와 폴킹혼 둘 다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된 과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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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며 청년을 생각하다
“IO SONO SOLO UN RAGAZZO”
Meditando sui giovani con i re Davide e Salomone✽

빈첸초 안셀모 S.J.✽✽
윤성희 이냐시오 옮김 (구약성서학 박사)

젊은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아직 경험이 부족
한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젊은이를 믿는 건 엉뚱
한 일이 아닐까? 코헬렛은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답하는 듯 보인다. “어
린아이na‘ar 가 임금이 되어 다스리[는] ⋯ 나라, 너는 불행하다.”(코헬 10,16)
심지어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이 사명을 주시자 어린 나이를 이유로
버티고 저항한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na‘ar라서 말
할 줄 모릅니다.’”(예레 1,6) 어린 나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도 않고 미숙하다고 느낀 것이다. 두 구절에 모두
나오는 히브리 말 ‘나아르’na‘ar 는 보통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이나

✽

La Civilt Cattolica, 4033 III (7/21 luglio 2018), 3-13.

✽✽ Vincenzo Anselmo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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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가리키지만, 어린아이와 유아를 가리키기도 한다.1)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걱정에 하느님은 이렇게 답하신다. “‘저는 아
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
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예레 1,7)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선택 기준이 나이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신
다. 하느님은 다양한 경험을 했음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하는 인사 담당자처럼 선택하지 않으신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청년 시노
드의 준비 모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일화에서 알 수 있듯 하
느님은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가장 어린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
기를 원하셨습니다. ⋯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젊은이와 함께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으십니다.”2)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젊은이들에게 맡기길
두려워하지 않으심을 보게 된다.

1)

참조: Luis Alonso Sch kel – Marco Zappella, Dizionario di ebraico biblico , (Cinisello
Balsamo, Mi: San Paolo, 2013), 554. 성경에서 성인기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지는 불확
실하다. 어떤 구절에서는 20살이 되면 청소년기가 끝난다고 본다.(탈출 30,14; 민수 1,3.18;
14,29) 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25살까지,(민수 8,24) 어떤 구절에서는 30살까지 청소
년기가 지속된다고 본다.(민수 4,3.23; 1역대 23,3); 참조: Hans F. Fuhs, “na‘ar” in Grande
lessico dell’Antico Testamento V, eds., Gerhard J. Botterweck – Helmer Ringgren,
(Brescia: Paideia, 2005), 926-940.

2)

Francis, Pre-Synodal Meeting with Young People, March 19, 2018, http://w2.vatican.va/
content/francesco/en/speeches/2018/march/documents/papa-francesco_20180319_
visita-pcimme.html (접속일: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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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의 막내아들 다윗

이스라엘 왕정은 말썽 많고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오랜 판관 시
대를 거친 뒤 원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정해달라고 청한다.(1사무 8,5 참조) 급기야 사울이 선택되는데, 시작
은 멋지지만, 곧 그가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군주임이 드러난다. 특히 필
리스티아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다.(1사무 13—15 참조)
임금이 당신 말씀을 어기자 하느님은 그를 이스라엘 어좌에 앉히신
걸 후회하신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
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1사
무 13,14)

하고 선언한다. 나중에도 예언자는 이 말에 못지않게 가혹하고 분

명한 말로 사울에게 도전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
님에게서 찢어 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1사무
15,28)

이렇게 사무엘이 하느님께서 새로운 선택을 하셨음을 선언함으로

써 이야기 속 긴장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독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가 누구일지, 사울 임금보다 더 나은 이가 누구일지 궁금해 하게 된다.
그 역시 사울처럼 용맹한 전사일지, 훌륭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일지 궁금해 하는 것이다.(1사무 9,1-2 참조)
주님께서 사울을 내치신 일에 슬퍼하던 예언자는 다른 사람을 임금
으로 정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는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왜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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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었기 때문’이다.”(1사무 16,1)3)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임금을 보아 두신다. 주님의 이러한 사적
인 고백은 새 임금 다윗을 선택함이 사울을 선택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울의 경우 임금의 임무는 ‘백성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었다.(1
4)

사무 8,22 참조)

반면 다윗을 선택함은 하느님과 새 군주 사이의 인격적 관

계와 특별한 친밀감에 기반을 둔다.
이어서 사무엘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임금을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 장 내내 ‘보다’vedere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어근 ‘라아’r’h 가 동사형으로 여섯 번 나오고 명사형으로 두 번 나오면서
서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5) 그리고 하느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을 오가면서 미묘한 게임이 진행된다. 사무엘은 무엇을 볼까? 주님은 무
엇을 볼까? 다른 인물들은 또 무엇을 볼까?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눈여겨본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다음과 같은 하느님 말씀 앞에 무너진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
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7)

히브리 원문에서 이 문장은 복잡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마지막 부분

3)

이는 본문을 직역한 것이다.

4)

참조: Jean-Pierre Sonnet, L’alleanza della lettura. Questioni di poetica narrativa nella
bibbia ebraica , (Rome: Gregorian & Biblical Press, 2011), 146.

5)

참조: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 l,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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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대략 이렇게 된다. 사람들은 ‘눈을’agli occhi , ‘눈으
로’negli occhi , ‘눈에 드는지’secondo gli occhi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al cuore ,
‘마음으로’nel cuore , ‘마음에 드는지’secondo il cuore 보신다.6) 히브리어에서
‘마음’cuore 이라는 단어는 생각과 의지의 처소7)이자 선택하는 능력이 놓
인 장소8)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하느님은 마음을 보실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신다. 다시 말해 그분
의 시선은 피상적으로 겉모습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곳에 이른다.
그리고 당신의 예언자도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초대하신다.
사울은 힘과 혈통, 외모와 키 때문에 선택된 바 있다.(1사무 9,1-2 참조) 어쩌
면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였을지 모른다. 그
러나 가장 뛰어난 임금은 분명 아니었다.9)
결국 사무엘은 이사이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하지만 주님은
그중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으신다. 일곱 명의 젊은이가 사무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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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 쓰이는 히브리 전치사 르le 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에 관해서는 Sch kel –
Zappella, Dizionario di ebraico biblico , 408-411를 참조하라.

7)

참조: Richard D. Nelson, I e II Re , (Turin: Claudiana, 2010), 40.

8)

유대 사고방식에서는 감정이 내장이나 어머니의 자궁에서 일어난다고 여긴다. 참
조: Adalberto Sisti, “Misericordia,” in Nuovo dizionario di teologia biblica , eds.,
Pietro Rossano – Gianfranco Ravasi – Antonio Girlanda, (Cinisello Balsamo (Milan):
Paoline, 1988), 978-984.

9)

히브리어에서 ‘톱’ b이라는 단어는 ‘잘생겼다’는 뜻과 ‘좋다’라는 뜻을 모두 지닌다.
메이어 스턴버그는 사무엘기에서 ‘잘생긴’이라는 표현에 담긴 양면적 의미라는 주제
를 흥미롭게 다룬다.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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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다. 이 숫자는 이사이의 아들이 전부 사무엘 앞에 줄줄이 선보였
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받은 이가 아니었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
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
다.”(1사무 16,11) 예언자, 그리고 그를 따라가던 독자들은 아들이 하나 더 있
음을 알게 된다. 이 아이는 아비의 눈에 너무 하찮아서 형들처럼 제사하
는 데 초대하지도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장 어린 그를 보시
고 바로 그를 당신 자신을 위해 뽑으셨다.10)
다윗은 ‘남은 자식’il figlio che rimane 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구약성
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resto di Israele 과 연결
된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며 구원받아 약속
의 땅에 돌아가 주 하느님을 섬기게 될 남은 이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
므로 다윗에게 사용된 ‘남은’resto 이라는 단어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가
장 미소하지만, 주님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하게 한
다.(신명 7,7-8 참조)11)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
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

10)

창세 4장에서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은 굽어‘보시지만’ 카인의 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
으신다. 야곱과 에사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더 어린 사람을 선택하신다. 후
에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데, 이들도
모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렸다.(판관 6장 참조)

11)

참조: Massimo Gargiulo, Samuele. Introduzione, traduzione e commento , (Milan: San
Paolo, 201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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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1사무 16,12) 사무엘의 눈은 계속해
서 외모를 본다. 하지만 다윗의 감춰진 마음은 오직 하느님만이 보고 아
신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목동을 당신 마음에 드는 임금으로 선택하셨
다.(1사무 13,14 참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1사무 16,13) 이사이의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으뜸이 된다. 양떼를 돌보던 이가 이제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기름부음이 있은 후에 하느님의 영이 그
에게 들이닥치고, 이로써 가족들은 그를 공공연히 인정하게 된다.
다윗에게 내려앉은 영은 사울을 떠난 영에 상응한다.(1사무 16,14참조) 그
리고 사울은 이제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하며 겁에 질린다. 그의 신하 가
운데 하나가 다윗이 비파 소리로 임금을 편안해지게 할 것이라고 제안
한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
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1사무 16,18) ‘보다’vedere
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도 나온다. 보는 이는 사울의 젊은 신하12)이며, 그는
이사이의 아들 중에 임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본다. 다윗
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신하의 묘사는 이야기 뒷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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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다시 나오게 될 이사이의 어린 아들의 여러 면모를 미리 드러낸다.
이 신하의 묘사에서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
게 한다. 이야기가 흐르면서 이렇게 불려온 다윗에게 힘과 용기, 무기를
다루는 기술과 지혜가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
다는 것도 드러난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하느님과 한 신하의 시선만
이 소년의 모습 안에서 장차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드러내는 표
징들을 볼 수 있다.

거인과 소년

1사무 17장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에 등장한다.13)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이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다. 필리스티아 군대에서 골
리앗이라는 이름을 지닌 장수 하나가 등장한다. 키가 3미터에 50킬로그
램 정도 되는 갑옷을 입은 거인이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장수 하나와
일대일 대결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뿐 아니라 사울
임금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1사무 17,11.24 참조) 이제 어떻게
될까? 누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

13)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둘 있다. 아마도 이 두 이야기 바탕
에는 성경에 보존된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승이 깔려 있을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 다윗
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로버트 알터는 1사무 16장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어린 다윗을 부르시는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1사무
17장은 수평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17장은 이사이의 아들이 어떻게 사
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말하고 싸우는지 보여주며, 주님의 직접적 관여는 보이지
않는다. 참조: Alter, David Story , 1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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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무렵 나이가 어린 양치기 다윗이 이
스라엘 군영에 등장한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
게 먹을거리를 전달하러 왔다. 하지만 도착한 뒤 그는 아버지가 시킨 일
만 하지 않고 필리스티아의 거인을 쓰러뜨린 이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인
지 묻고 다닌다.
전쟁터에 이런 소년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짜증과 불신, 분노와 같은
갖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히 그의 맏형 엘리압은 화가 나 다윗에게 이렇
게 다그친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1사무 17,28) 엘리압은 전
쟁터에 다윗이 와 있는 걸 못된 짓, 이를테면 짜증스러운 침입 정도로 이
해한다. 사실 그의 눈에 다윗의 마음은 교만하고 고약하다. 하지만 독자
는 다윗이 사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전쟁터에 왔지 야망이나 허영심
때문에 오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 하는 다윗을 보자 사울마저 믿지 못하며 회의
적인 반응을 보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
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na‘ar 이 아니
냐?”(1사무 17,33) 사울은 다윗에게서 오로지 소년의 모습만을 본다. 그래서
경험 없는 소년이 훈련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전투에 나선 경험 많은 성
인에게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다윗은 낙담하지 않
고 사울의 무거운 갑옷을 마다한다. 그러고는 자신만의 무기, 곧 무릿매
끈과 개울가에서 고른 돌멩이를 가지고 전투에 나선다. 그는 임금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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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자유롭고 가
벼운 몸가짐으로 자신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도움에 기댄다.
어린 다윗을 보자 골리앗 또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반응을 보인다.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
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1사무 17,42) 거인이 보
기에 다윗의 어린 나이와 예쁘장한 외모, 그리고 불그스름한 머리카락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내려다봐도 되는 충분한 이유이다. 골리앗의 판단 기
준은 오롯이 겉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상적이다.14)
하지만 이사이의 막내아들은 낙담하지도 기분 나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기 비밀을 드러내며 필리스티아의 거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
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
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1사무 17,45-47)

어린 소년은 자기의 진정한 장점을 활용하려 한다. 그의 무기는 그를
선택하여 임금으로 임명하신 분이시다. 어른인 엘리압, 사울, 골리앗과
달리 주님은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백성을 해
방시킬 사람으로 어린 소년에게 내기를 거셨다.

14)

참조: Gargiulo, Samuele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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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힘이 주님에게 있다면, 그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도구
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릿매였다. 하
지만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의 통찰력과
지적 능력이 으뜸가는 도구였다. 다윗이 똑똑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주님에게
선택받았음을 알았지만, 이런 깨달음은 그의 능력과 짝을 이루었다. 그렇
지 않으면 그는 무모한 바보였을 것이다. 하느님의 선택은 당신께서 주
신 다윗의 재능과 짝을 이루었다.
다윗은 대단한 기술과 명민함을 지니고 움직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이유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적 작용만 아
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느님의 작용 또한 드러난
다. 다윗은 그분의 이름으로 행동한다.(1사무 17,37.45-47 참조)15)

솔로몬, 너무 어린 임금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받은
젊은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윗 선택 이야기(1사무 16—17장 참
조)만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아버지의 왕국을 어린 자

신의 어깨에 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작은 소년’na‘ar q

n일

뿐이라고 느

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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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유언을 남겨야 할 순간이 왔
다.16)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
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
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
루어 주실 것이다.(1열왕 2,2-4)

어떤 이들은 후대의 편집자가 다윗의 유언 첫 부분(2-4절)을 끼워 넣었
다고 생각한다.17) 다윗이 아들에게 자신의 통치 기간에 반대했던 이들에
게 앙갚음하도록 피의 복수를 지시하는 잔혹한 뒷부분(5-9절)을 순화하려
고 그랬다는 것이다. 사실 서사 관점에서 볼 때 이 첫 부분은 대단히 중요
하다. 늙은 임금이 다음 세대에게 여기 언급된 주님의 약속(2사무 7 참조)과
모세 율법을 넘겨줌으로써 아버지 역할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다윗은 아비로서 책임을 다한다.18)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받은 법과 그 자신이 받은 약속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는 신명기

16)

참조: 창세 28,1-4; 49,29; 2열왕 20,1.

17)

참조: Alter, David Story , 374.

18)

참조: Fabrizio Ficco, “‘Sii forte e mostrati uomo.’ La paternit di Davide in 1 Re 1-2,”

Rivista Biblica , 57 (2009), 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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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묘사된 부모(6,1-9 참조)처럼 율법을 아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하느님 마
음에 드는 임금답게 늘 주님의 법을 가까이한다.(신명 17,18-20 참조)
후에 성경의 화자는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한 바를 따르지만,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여전히 불확실함을 말
해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는데, 산당은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곳이었다.(1열왕 3,3 참조)19)
주님께서 당신을 솔로몬에게 드러내시는 건 바로 그가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바치던 때이다. 아비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솔로몬도 반드시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
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1열왕
3,5)

주님의 말씀은 놀랍다. 그분은 솔로몬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

다는 사실을 단죄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는다. 그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솔로몬의 태도도 놀랍다. 역설적으로 그가 겸손하고 분별 있는 마음
으로 지혜이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처음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20)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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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참조: Jerome T. Walsh, 1 Kings ,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6), 72.

20)

열왕기 상권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이 하는 말과 매
우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
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
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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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청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고 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
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na‘ar q

21)

n 에 지나지 않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법

을 알지 못합니다 ⋯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
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
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1열왕 3,7-9)

솔로몬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일컬으며 어린 나이 때문에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반응은 하느님에게서
사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와 비슷하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na‘ar라
서 말할 줄 모릅니다.”(예레 1,6) 솔로몬은 아이이기 때문에 공직을 맡거나
군사 통수권을 쥘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22) 그래서 솔로몬은 “나가고 들
어오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느님께 ‘듣
는 마음’을 청한 걸 보면 이 어린 임금이 이미 지혜로움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에게 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지각 기관이다. 성
경에서 ‘듣는다’ascoltare 라는 동사는 천 번이 넘게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
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지혜 7,7-10)
21)

역자 주: ‘나가고 들어오는 법’은 원문을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을 이끄
는 법’이라고 옮겼다.

22)

참조: Mordechai Cogan, I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 (New York: Doubleday, 200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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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쉐마 이스
라엘 ema‘ Yisr ’ l , 곧 “이스라엘아, 들어라!”(신명6,4)라는 말로 매일 기도를
시작한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백성은 토라에 순종하며 생명에 이르는
길을 택한다.
솔로몬은 경험이 없고 여전히 인생에 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따라
서 젊은 임금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스리려면 듣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솔로몬도 아버지인 다윗처럼 하
느님 마음에 드는 임금이 될까? 그의 말 속에서 빛나는 군주의 모범은 희
망을 준다. 솔로몬은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는 이기적이고 자
기중심적인 임금(1사무 8,11-18에 있는 사무엘의 연설을 보라)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섬기길 원하는 임금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워하신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
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1열왕 3,11-12)

솔로몬이 하느님께 가장 중요한 걸 청했으니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
특히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 없는 부와 영광을 주신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새로운 깨우침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 이제 그는 산당에서 제물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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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주님의 궤 앞에 설 것이다.23)

결론

잠언에서 젊다는 건 경험 미숙과 분별의 부족과 연결된다. “어수룩한
자들 속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청년들 속에서 지각없는(직역하면, ‘마
음이 없는’)

젊은이 하나를 지켜보게 되었다.”(잠언 7,7) 하지만 하느님께서 다

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신 일은 이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던 바오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는)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

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
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사도 13,22) 하느님의 시선은
먼 곳에 이르시니, 그분은 장차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백성을 위한 메시
아를 후손으로 갖게 될 한 젊은이에게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역시 임금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로
만 보인다. 꿈에서 하느님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여린 어깨에 너무 무
거운 책임이 놓여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걱정하면서도, 듣는 마음을
청해야 한다는 걸 잘 안다.
구원사에서 주님은 젊은이를 믿으시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는
당신 백성의 운명을 맡기신다. 이것이 미래를 믿고 생명을 믿으시어 내
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

23)

참조: Cogan, I Kings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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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
지 못하느냐?”(이사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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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문화, 식별: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실리우스의 경험
GIOVANI, CULTURA E DISCERNIMENTO:
L’esperienza di Agostino e Basilio✽

엔리코 카타네오 S.J.✽✽
최원오 빈첸시오 옮김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원장)

그저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지식 문화가 학교 교육과 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듯이 보이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인문학
문화에 가까이 또는 다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일은 더욱 시급하다.
관심도 필수적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 선한
것과 덜 선한 것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파악할 능력이 잠재되어
있고, 그들이 성숙해가는 여정에서 그 근본 물음과 문제의식을 끄집어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실리우스 두 교부의 개인적 경험
—학교 경험과 그 시대의 문화와의 만남—을 살펴보면 흥미롭겠다.

✽

La Civilt Cattolica, 4013 III (2/16 settembre 2017), 375-384.

✽✽ Enrico Cattaneo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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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예

『고백록』1)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린다. 그때 교육제도는 강압과 체벌을 기꺼이 활용했다. 아우구스티
누스도 여느 아이들처럼 공부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나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체벌도 서슴지 않았다. “글을 배우라고
학교에 보내졌는데 가엾게도 나는 글을 배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I. 9. 14)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경력을 쌓고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공부가 쓸
모 있다는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학교일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제도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공부보다 공놀이를 하면 벌을 받지만, 어른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놀이’
sporchi giocchi 를

하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길들여

졌기 때문이다.(I. 9. 15 참조)
문제는 교육을 ‘잘 이용하는 것’bene uti 이다.(I. 10. 16) 그런데 선을 위해
잘 이용하도록 가르칠 것은 누구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베르길리우스 같은 시인들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문법 공부는 싫어했다.
그는 이렇게 묻기까지 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디도가 어떻게 그
리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읽고 쓰기를 배우
는 것인가?”
교과 과정에는 당시 외국어였던 그리스어 공부도 들어 있었다. 아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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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여기서는 최민순과 성염의 『고백록』 번역에 기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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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티누스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 언어에 늘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배우는 데에는 ‘엄격한 강요보다는 자유로운 호기심이 더 큰 힘을 발휘’(I.
14. 23)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둘 다 필요한 방법임을 인정한다. 좋아하

는 공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운 쓴맛’salubres amaritudines 이 있고
‘해로운 재미’iucunditate pestifera 가 있는 법이다.(I. 14. 23)
공부할 때 내용에서 형식을 분리하기가 가능한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 묻는다. 선생들은 학생들이 문법이나 구문을 틀리지 않도록 신경
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인들은 추악한 인간 욕정을 신들의 속성
인 양 거리낌 없이 묘사하며 신화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젊
은이들은 더 좋아했다.(I. 16. 25 참조) 그럼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문학 지
식보다 더 내밀하게 우리 안에 새겨진’ 양심의 소리가 언제나 남아 있다
고 여겼다.(I. 18. 29)
고등교육을 받으러 카르타고에 도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극장, 공연,
사랑 같은 도시 문화에 빠졌다. “사랑하기를 사랑했나이다.”(III. 1. 1)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참된 목표는 아니었다. 강렬한 감성
에만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따가운 염증과 흉한 종기와 피고름’(III.
2. 4)만

남겼을 따름이다. 그 당시 그가 던진 물음은 이러하다. “제 그런 삶

이 삶이었나이까?”(III. 2. 4)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윤리적 무질서 안에
서도 “당신의 자비가 멀리서나마 충직하게 제 위를 휘돌고 있었다”(III. 3.
5)는

사실을 회심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내적 채찍질은 따

끔했다. “당신께서는 매사에 저를 채찍으로 치셨습니다!”(III. 3. 5)
아우구스티누스는 빼어난 지력으로 학급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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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를 자만하게 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렇지만 신입생들 앞
에서 으스대는 동급생들의 행실을 따르지는 않았다.(III. 3. 6 참조)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서 새롭고도 앞날에 영향을 미친 사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운 사건이 있었다.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은 것이다. 이
책은 종교 서적이 아니라 철학에 초대하는 책이었다. 책의 말마디 하나
하나가 난생처음 마음에 스며들었고 눈을 열어주었다. 이때 나이 열아홉
이었다. “모든 헛된 희망은 갑자기 내게서 덧없어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불멸의 지혜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III. 4. 7) 그러나 이
것은 길고 힘겹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2)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선 성경을 읽기로 했다.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라
고 가르쳐 준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실망했다. 그는 지식으로 성경에 다가갔고, 성경을 읽으면서 ‘키케
로의 품위 있는 문체에 비길 바가 아니’(III. 5. 9)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오만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III. 5. 9)3)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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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란 인간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담긴 은유이다. 이 항해에는 자기 인생의 다양
한 사건들과 공들인 성찰들이 한데 엮인다. 키케로의 책을 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내
면에서는 안전한 귀항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깨어난다. 이 그리움은 방향 전환을 위
한 키잡이가 되었지만, 좌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짙은 안개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다.”[Luigi Alici, “Introduzione generale”, in Agostino d’Ippona, La dottrina
cristiana , ed. Vincenzo Tarulli, (Roma: Citt Nuova, 1992), XX.]

3)

이 부정적인 첫 체험은 매우 강렬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어떻
게 성경의 열매에 다가가게 되었는지 긴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는 근본주의의 노예 상
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유 해석의 거짓 자유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런 방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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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교에 빠지게 되었다. 마니교 신자들은 수없이 진리를 지껄이면서도
이성을 따르지는 않았다. 오늘날에도 종종 벌어지듯, 그는 스스로 지적이
라고 생각했지만 우스꽝스러운 신앙을 품어 안았다. 본질적으로 미신적
인 종교에 넘어가 9년의 세월을 보냈다. 점성술과 별점에 빠지기도 했지
만, 다행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IV. 3. 4 참조)
그리고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의 죽음을 겪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의
미에 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고, 왜 그토록 큰 슬픔을 느껴야 하는
지 묻기 시작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죽음뿐’(IV. 4. 9)일 정도였다. 그는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했다. “제 자신이 제게 커다란 수수께끼가 되었
습니다.”(IV. 4. 9) 그러는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요샛말로 하자면 ‘대학’
universitari

공부를 이어갔다. 백과사전식 공부였다. 수사학, 논리학, 천문

학, 음악, 기하학과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목표는 사회에서 권력과 특권
을 누리는 것이었다.
공부를 마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갔다. 처음
에는 로마에 머물다가 밀라노로 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를 버리
고 회의주의 시기를 거쳐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통해 신앙에 다가
가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마지막 지적 걸림돌을 제거해 준
것은 역시 책이었다. 이 책들은 라틴어로 번역된 신플라톤 철학자들의
저술이었다. 그때 비로소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이 실재인지를 깨닫는

‘사랑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는’inculcare la carit 성경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참조: Enrico Cattaneo, Evangelo, Chiesa e carit nei Padri , (Roma: AVE, 1995), 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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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것이 실재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하
느님은 광대한 공간적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거나 하늘 위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원천이기에 참된 실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책들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 저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 저의 지성 위에 있는 불변하는 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 이
지상의 모든 빛들과 아주 다른 빛이었습니다. ⋯ 진리를 아는 이는 그를 알고,
그를 아는 이는 영원을 압니다. 사랑이 그를 압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여!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VII. 10. 16)

그러나 아직 세 걸음이 더 남아 있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예수
님과 그분의 허약함이 가르치시는 바’(VII. 18. 24)를 깨닫는 것, 죄의 종살이
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은총을 체험하는 것(VIII. 12. 29 참조), 그리고 마침내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387년 부활성야
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다.(IX. 6. 14 참조)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방황은 끝난다. 그는 자신을 이런 사
람들 부류에 놓는다.

그들은 청춘이 끝나 갈 임시에나, 아니면 청춘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다음 어
떤 신호를 발견하고서는 비록 풍랑 속에 까불리고 있더라도 아름다운 자기
고향 땅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고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또 어디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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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지 않고 곧장 고향을 향합니다.4)

바실리우스와 청년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30년쯤 먼저 카파도키아에서 세례를 받고 아테
네 학교에서 교육받은 젊은이가 있었다. 바로 바실리우스이다. 독실한 그
리스도교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 당시 관행대로 세례를 연기했다. 그가
세례를 받기로 했을 때 그 결심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에 단순 가입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참된 회심이었다. 생애 말년에 쓴 자전적 기록의 한
대목에서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했습니다. 저는 제 청춘 대부분을 무익한 일
들에 허비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으나, 그 지
혜란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짓5)이라고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복음 진리의 놀라운 빛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
게 저는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1코린 2,6) 지혜의 무익함
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비참한 삶을 슬피 울면서 경건의 원리를 향해 방
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서간집』
223,2)

4)

아우구스티누스, 『행복한 삶』, 교부 문헌 총서 23, 성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6),
1.2.

5)

참조: 1코린 1,20.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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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우스는 여기서 그가 아테네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관
해 말한다. 그때의 공부는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특히 문학과 수사학
을 아우르고 있었다. 바실리우스는 ‘세상의 지혜’sapienza di questo mondo 를
반박하는 바오로의 성경 본문 두 대목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vanit

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 인용한 바실리우스의 말은 맥락을 고려

하여 읽어야 한다. 이 대목은 그에게 수행의 삶을 가르친 옛 스승에게 보
낸 편지이다. 세속 지혜를 복음 진리에 비길 수는 없으니 세속 지혜를 찬
양한다면 생뚱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속 지혜를 단죄하지도 않는다. 다
만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따름이다.
고전 문화에 관한 바실리우스의 생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젊은
이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저술한 소품 한 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실
리우스는 여기서 교육 문제를 다룬다.6) 학교에서는 고전 작가들(특히 시인
들)을

공부하지만, 그 작품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관한 이야

기를 늘어놓고 윤리적으로 저속한 사건들을 그려낸다.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젊은 학생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공부를 끊어버려야 하는가? 바
실리우스는 그 방법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를 끊어버리는 셈
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식별의 기준을 지니는 일이다. 무엇이 인생
의 궁극 목표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지 분명
하게 식별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어떤 만남도 결실을 맺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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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Mario Naldini, ed., Basilio di Cesarea. Discorso ai giovani (Oratio ad
adolescentes), (Firenze: Nardin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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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식별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실리우스는 그리스도인
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
위대한 카파도키아 교부 바실리우스의 심오한 사상을 파악하려면 그
가 청년들을 위해 쓴 소품의 머리말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바실리우
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7)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바실리우스는 청년들을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존재는 항
상 흔들리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시
오두스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의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
면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내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투신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책을 사랑하십시오.
책은 죽은 사물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여러분은 고대의 빛나는 인물들과 대
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1,5) 그러나 그들의 손에 여러분 정신의 방향타를
내맡긴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가지는 말고,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
되 솎아내야 할 것을 식별하는 법도 배우십시오.”(1,6)

책을 읽다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열망, 곧 진선미
에 대한 숭고한 열망을 충족하며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
의 실재,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을 관상하려는 열망
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피조물을 통해
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인간

7)

바실리우스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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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망의 대상이지만 궁극적 실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태어
난 유명한 인물들에 통달하는 데 있지 않고, 아름답고 강인하고 튼튼한 육체
를 지니는 데 있지 않으며,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정치 권력의 최
고봉에 다다르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의 희망’을 채
울 수 없을 것입니다.”(2,2)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
(2,3)은 ‘다른 종류의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행복과 선과 진리가 영원한 삶

입니다. 이 ‘참된 실재’에 비하면 지상 재화는 ‘그림자’와 ‘꿈’에 지나지 않습니
다.(2,5)

‘참된 삶’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에 대한 지금 내 설명이 장황하게 들릴지도 모
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너무 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하나가 되면
서 참된 삶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에 유익한 많은 내
용을 담고 있는 고전 문헌들을 통해 미리 훈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존
재의 투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아
니, ‘모든 전투 가운데 가장 큰 전투’입니다.(2,8) 그러므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술가들이 비춰주는 진리와 선과 덕의 반영을 들여
다보는 데 익숙해짐으로써 마침내 여러분의 시선을 ‘빛 자체’에 고정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2,10)

바실리우스의 이러한 접근에는 특별한 면이 있다. 바실리우스는 교의
적이거나 교조적인 차원을 넘어서 무엇이 삶의 궁극적 의미인지를 아는
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아는 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
도 위에 터 잡은 이 최종 지평이 없다면 바실리우스의 설명은 스토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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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도덕적 잔소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 토대가 있다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도 위험하지 않으며 분
별하면서 읽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속 문화는 비록 한계가 분명하지
만, 선을 위해 창조된 인간 본성 위에 세워져 있기만 하면 종종 그리스도
교 윤리를 확증해 주기도 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적이다. 또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참으로 인간적이기도 하다. 바실리우스는 이 원리를 전제로 세속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본다. 성경 역시 모세의 모습에서
이미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모세는 이집트의 지식을 교육받았고, 존재
(자신을 ‘있는 나’라고 밝히신 분에게서 존재를 받아 ‘있게’ 된 것들)의

실재에 관한 거룩

한 계시의 은총을 받았다. 마침내 자신의 이 모든 경험(인간적이고 신적이기에
참된 지혜)을

입법자요 교육자로서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3,3

참조)

바실리우스는 모세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개인사를 반추한다. 먼저
인문 지식(아테네 유학)으로 양성된 다음 성경에 계시된 거룩한 지혜의 아
름다움을 발견했으며, 마침내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주교직을 받아들인
것이다.8)

8)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바실리우스의 이러한 입장을 온전히 인정했을 것이다. 아우구스
티누스는 ‘앎에 대한 열성이 있고 지력의 재능이 있으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그런 젊은이들이 온 존재를 걸고 ‘행복한 삶’beatam vitam
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이 열망은 젊은이들을 ‘가만히’tranquilli 내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학문’scienze 이나 ‘인문 교육’istituzioni umane 이 그들이 찾는
행복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맑은 정신으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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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들을 능동적 시민이
자 사회의 주역으로 만들어줄 기초 문화 교육을 받는 곳도 학교다. 젊은
이가 문화를 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차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에
게는 장래가 없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젊은이가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여자아이들을 학교교육에서
배제하는 구시대적 잔재를 유지한다.9) 공부하고 배우는 일은 어떤 식으
로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닐 기회를 얻
은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아무 결실도 없이 수동적으로 다니
기도 한다. 문화란 학문을 배우는 일일 뿐 아니라 직업의식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일반적으로 지식 문화와 인문학 문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수학, 화

런히’con mente lucida e con diligenza 모든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참조: Agostino,
Dottrina cristiana , II, 39, 5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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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야기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말랄라는 15살이
던 2012년 10월 9일, 탈레반 병사 두 명이 발사한 총탄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들
은 학교 통학 버스에 올라 그 소녀의 입을 다물게 할 작정이었다. 말랄라가 저질렀다
는 잘못이라고는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반대한 탈레반 정책을 널리 알렸다는 것뿐이었
다.[참조: Giancarlo Pani, “Il caso ‘Malala’: l’istruzione contro la violenza”, La Civilt
Cattolica , 3952 I (21 febbraio 2015), 391-399] 현재 말랄라는 가족과 함께 영국에 살면
서 초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여아의 학습권을 지지하는 국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말랄라는 유엔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어린이 한 명, 교사 한 명,
책 한 권, 펜 한 자루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참조: Malala Yousafzai,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https://www.unicef.ie/
stories/one-child-one-teacher-one-book-and-one-pen-can-change-the-world/
(접속일: 20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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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물과 같은 지식 내용은 어디에서나 똑같고 문화를 초월한다. 멕시
코에서 가르치는 물리학은 나이지리아에서 가르치는 물리학과 동일하
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지식 문화가 우세하고 인문학 문화는 심각한 위
기에 처해 있다.
학문 지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 사실상 학교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문화에 다양한 가치 주체들도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이 그
러하고, 소속된 종교, 정당, 단체, 매체, 인터넷 등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관습을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
은 것들이나 절대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패와 협박을 일삼는 마피아 문화, 학교에
서부터 광신과 무관용을 부추기는 문화, 법에 정해진 것과는 달리 실제
로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떠올리는 것만
으로 충분한 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식별’discernimento 이 필요하다. 그러
나 누가 젊은이들에게 식별을 가르칠 것인가? 누가 그릇되고 기만적이
고 파괴적인 것에서 참되고 정의롭고 선한 것을 식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문학 문화와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
식 교육이 지배적인 곳에서 특히 그러하다. ‘인문학 문화’cultura umanistica
란 위대한 ‘고전’classici —모든 민족은 저마다 고유한 고전을 지니고 있다
—작가들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작가들을 일컫는다. 참된 작가는 인간에
관해 따져 묻는 사람이며, 인간의 물음과 인간의 문제와 비극에서 출발
한다. 신비가 존재함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인간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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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의미에서 저술가들뿐 아니라,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등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답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음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릇된 문화와 획일적 사고의 독재에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젊
은이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에 담
긴 본질적 질문을 밖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다.10) 이러한 인문학적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서 직접 그 과정을 겪었던 사부들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나 교육의 참된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이러한 자
유가 없는 곳이 많다. 정부가 학교를 통제하고 종종 자신들의 이념을 주
입하며 현실에 이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에 현실을 구겨 넣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른바 ‘자유 세계’mondo libero 에서도 사상의 참된 다원
성이 늘 존재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대학에서마저 지배적인 획일적 사고
에서 벗어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기도 한
다. 그래도 교회는 아직 자유의 여지를 조금이나마 제공하고 있기는 하
지만, 차라리 침묵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제시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실리우스의 본보기는 인문학적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문화가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
는 없다. 참으로 인간적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오늘의 젊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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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본보기에 관해서는 Ferdinado Castelli, El gran teatro del mundo. Scenografie
letterarie , (Citt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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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길러낼 질문과 문제의식을 샘솟게 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하여 내적인 진리 자체를 향한 길을 제시할 수만 있으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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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참여하는 교회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에 관한 주교 시노드
Una chiesa che “frequenta il futuro”
Il Sinodo dei Vescovi su giovani,
fede e discernimento vocazionale✽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이진현 라파엘 S.J. 옮김

비 내리던 크라코프에서

2016년 7월 30일 세계청년대회가 열린 폴란드 크라코프에는 비가 내
리고 있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해외 방문마다 종종 하던 대로 대주교
관저에서 28명의 예수회원들을 만났다. 교종은 만남을 마무리하며 이렇
게 이야기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식별력을 키워야 합니다.”1) 두 달 뒤
인 2016년 10월 6일, 교종은 2018년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로마에서 ‘젊
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I giovani, la fede e il discernimento vocazionale 을 주제로

✽

La Civilt Cattolica , 4042 IV (17 novembre 2018), 376-390.

✽✽ Antonio Spadaro S.J.
1)

Francesco, “Oggi la Chiesa ha bisogno di crescere nel discernimento. Un incontro
privato con alcuni gesuiti polacchi”, La Civilt Cattolica , 3989 III (10 settembre 2016),
3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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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주교대의원총회를 연다고 공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시노드 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서두부터 식별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식별을 통해 삶의

길과 방식과 근본 태도 그리고 활동 방법도 인식한다. 이는 함께 걸어가
는 길이며,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제자의 눈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와 문화의 역동성을 바라본다. ⋯ 식별은 ⋯ 선교를 위해 기존의 것이 아
니라 성령을 따르도록 해 주는 우리 여정의 결실인 지침과 제안을 제공
할 수 있다.”2) 프란치스코 교종은 청년과 식별이라는 두 주제를 언제나
붙여서 생각한다. 둘은 서로 깨우침을 돕는 관계이다. 이 점을 알아두면
주교대의원회의 주제 선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누구인가?

프란치스코 교종은 대담집 『God is Young: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하
는 희망 메시지』3)에서 다음을 분명히 말한다. “젊음은 존재하지 않습니
다. 젊음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젊음에 대한 신화를 언급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청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4) 젊은이들은 별도의 ‘계층’casta 으로

2)

편집자 주: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의안
집: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2항.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
id=k1200&bid=13013525 (접속일: 2019.2.19).

3)

프란치스코 교황·토마스 레온치니, 『God is Young: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윤주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8).

4)

Ibi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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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말했던 바와 같이 청년기를 “방종
한 열정, 불가피한 실패, 극복할 수 없는 위기들, 퇴폐적인 비관주의, 해로
운 이기주의 등의 시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젊다는 것은 은총이고 큰 자
산이다.”5)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사된 은총이자 자산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젊거나 과거에 젊었었다. 따라서 청년들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람
됨에 관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청년들에게서 삶에 열린 이들의 행복과 충만의
본능을 본다. 폐막미사 마지막에 읽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서한’에도
나오듯이 시노드 교부들은 젊은이들의 불안을 인식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과 교회에는 ‘청년의 열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바오로 6세 성인은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만과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에서 ⋯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6) 교회는 이러
한 직관과 그에 따른 모든 반향이 있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시노드 개최를 알리며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교회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감수성, 여러분의 신앙
은 물론,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분의 비판까지 듣고자 합니다.”7)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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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olo VI, s., “Allocuzione per la beatificazione di Nunzio Sulprizio”, 1° dicembre 1963.

6)

Paolo VI, s., “Omelia nella Messa ai giovani dell’Australia”, Sydney, 2 dicembre 1970.

7)

Francesco, “Lettera ai giovani in occasione della presentazione del Documento
Preparatorio della XV Assemblea Generale Ordinaria del Sinodo dei Vescovi”, 13
gennai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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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에 관해 이야기함을 뜻한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언자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노드는 이 예
언을 모으고 해석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시노드 준비 과정

시노드 주제 선택에서부터 교회는 복잡하고도 풍요로운 과정을 추
진하고 시도했다. 첫 단계로 2017년 1월 13일에 ‘예비 문서’Documento
preparatorio 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는 각국 주교회의, 동방 가톨릭 교회

들의 시노드, 기타 교회 단체들에 보내는 중요한 질문지 외에도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젊은이들의 기대와 현실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2017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전 세계 청년 사목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시노드 절차를 제시하였다.
2017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청년들의 현황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려 여러 전문가와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뒤이어 교종은 2017년 10
월 4일 일반알현 교리교육 때 시노드 사전회의에 관해 발표했다. “주교
시노드 사무국이 2018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주교 시노드 사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에 세계 여러 지역의 청년들, 가톨릭 청년, 타 종파의 청
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앙이 없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오대양 육대
주를 대표하는 315명의 남녀 청년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 세계 젊은이
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사전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은 SNS를 사용하여 로마에 모인 이들과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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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동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초대받았다.
이 모임은 2017년 4월 8일, 제32차 청소년 주일 전야기도에서 교종이
표명한 바람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회는 시노드
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단언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뉘우치는
지 듣고 싶습니다.” 뒤이어 사목자들과 교회 단체들의 의견과 온라인 설
문 응답을 종합한 결과물인 시노드 사전회의의 결과를 모은 의안집이 나
왔다.
여전히 시노드를 준비하고 있던 2018년 여름에는 이탈리아 전역의
200여개 교구에서 모인 젊은이들 7만여 명이 도보 순례를 시작하여 자기
고장의 옛 순례길을 재발견하고 마침내 8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에
로마로 모여들었다. 교종은 이들을 치르코 마시모 경기장 터에서 만났고,
다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만나 이들에게 선교 임무를 부여했으며 이탈리
아 젊은이들이 2019년 1월 파나마 세계청년대회에 가져갈 선물인 산다
미아노 십자가와 로레토 성모상을 축복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시노드
주제와 관련해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다.

젊은이들의 참석

마침내 267명의 교부들이 시노드 참석을 위해 로마에 모였다. 더구나
교황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잠정합의문이 체결된 뒤 처음으로 본
토에서 주교 두 명이 2주 동안 참석했다. 허베이성 청더 교구 궈진차이
주교와 산시성 얀안 교구 양사오팅 주교였다. 이들이 온 것은 역사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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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였으며, 되찾은 교회 일치의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교들의 회합에 가져
다주었다.
18세부터 29세까지 36명의 젊은이들이 참관인으로 시노드에 동참했
다. 2017년 1월에 시작된 준비 작업들을 포함해 전체 시노드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교회와 청년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을 마치 마케팅 ‘대상’oggetto 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청년 없이 청년 시노드를 조직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
이다.
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곧바로 교종은 ‘벌써부터 긍정과 열정을 발산
하는 그들 현존의 힘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종은 ‘스스로 교회의 일원이
라고 느끼거나 교회와 대화하는 데 수고를 들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희망
을 걸어준’ 젊은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부단히 움직이고 경청하는 ‘공감하는 교회’

시노드 교부들의 대화는 교회 안팎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젊은이들의
‘부단한 움직임’inquietudini 에서 자양분을 얻었고, 여기서 모두가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다. ‘부단한 움직임’8)이라는 말은 ‘최종 보고서’Documento

8)

역자 주: Inquietudine 는 ‘불안, 걱정, 동요, 가만히 있지 못함’ restlessness, worry,
disquietude, disquiet, anxiety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갖지만, 프란치스코 교종은 예수회
원들의 ‘기동성’mobilit 과 청년들의 역동성을 설명할 때 안주하려는 수동성이나 타
성에 젖은 ‘평범함’mediocrit 대신 sana inquietudine , 즉 ‘건강한 동요, 거룩한 조바
심, 쉼 없이 움직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인터넷에서 “Papa
Francesco, inquietudine”로 검색하면 관련 어록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문맥상 ‘정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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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e (DF)에서

여덟 번에 걸쳐 다양한 문맥에서 거듭 울려 퍼진다. 이 말은

비슷한 의미로 쓰인 다른 표현들과 함께 전체 문서의 핵심 단어들 중 하
나이다.
한 가지 방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해석하고 선택하기에 앞서 경청
해야 하고,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러 대륙에서 온 시노
드 참가자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경험과 직면은
동요를 일으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회 고유의 강점이다. 그 목소리는
참으로 보편적이다. 그리고 드물다기보다 독특한 경우인데, 문화적 다
양성이라는 도전을 통해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동의 원의를 발견하게 된
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마저도 다른 그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
섯 대륙에서 온 젊은이들과 사목자들은 손을 맞잡고 교회와 세계 전체
를 함께 가로질렀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 세계의 거대한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시노드 최종 보고서는 현실에 귀 기울이는 이러한 경청을 완수한 여
정의 표현으로,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도전의 열망’desiderio di confronto 을
불러일으킨다.(DF 39 참조)9)
성찰을 동반했던 성화는 엠마우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을 묘사한 그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의미로 ‘부단한 움직임’으로 번역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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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었다.(DF 4 참조) 세상의 거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그들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시노드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던, 즉 예루살렘
과 반대 방향인 엠마우스로 향하던 낙담한 제자들과 함께 걷는 여정까지
도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한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비로소 그분은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
실 수 있었다.
시노드 회의장에 모인 교회 사목자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으면 교회가 지키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는 점과, 또한
하느님 백성들 가운데 청년들이 앞장설 수 있음을 깨달았다. 복음 선포
에는 부단한 인간학적, 신학적, 사목적 정교함이 필요하다(DF 150 참조). 성
령의 도움을 받아 계시를 이해할 때도(「계시헌장」 8항 참조) 청년들 덕분에
발전한다. 요한은 첫 서한을 청년들을 향해 썼다. 그들이 ‘강하고 하느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었다.(1요한 2,14) 청년들은 노인들과
진리의 충만함을 향해 함께 걷는다.
최종 보고서의 8항을 읽어보자.

이따금 청년들에게서 참신한 질문들이 떠오를 여지를 주지 않고, 그 질문들
의 도발적인 도전에 응 답할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기존에 만들어진 답과 미
리 준비된 처방을 주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경청은 공감의 맥락에서 서로 선
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
고 공동체는 새로운 감각을 파악하여 날것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진정으로 마음에 와 닿는 복음 선포의 조건을 예리하고도 풍성한 방식으로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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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종 보고서의 핵심 구절이며 ‘모든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risposte pronte 고

착각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구절(DF 30), 상황, 문화, 청년

세계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구절,(DF 10) 성령의 징표를 인지하면서 질문
들을 잘 받아들이고 읽어내자고 말하는 구절(예를 들어 DF 50; 59; 62; 64; 66; 70;
78; 97 참조)

등 다른 많은 항목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속적인 우리 사회에

서 ‘하느님과 영성을 재발견’riscoperta di Dio e della spiritualit 하는 일도 부정
할 수 없다.(DF 14) 이것은 ‘사제 사목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형태들을 쇄신
하고 사목의 우선순위를 재고’하는 방향으로(DF 9) 이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또한 교육과 청소년 사목에 대한 헌신, 신학생 양성뿐만 아니라 본당
의 ‘선교 소명’vocazione missionaria 과 그리스도교 입교 과정을 숙고하는 데
까지 이어진다.(DF 15-20 참조)
최종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연결점’snodi cruciali 을 분명히 밝혔다.(DF
21-31)

(1) 디지털 환경: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새로이 퍼지고

있다. (2) 이주: 우리 시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의 패러다임으로도 읽힌다.
(3) 학대의 비극: 경제 · 지각(知覺) · 성 권력의 남용에서 비롯한다.
보고서는 가족, 세대 간 관계, 우정, 신체와 정서에 관한 문제, 성 정체
성 문제 등을 고려한 ‘정체성과 관계’identit e relazioni 에 관한 고찰도 담았
다.(DF 32-44 참조) 또한 오늘날 청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사회 참여, 미술, 음악, 스포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종교
적 탐구와 영성 등을 숙고하고, 리더가 되고픈 욕구의 의미를 심화시켰
다.(DF 45-57 참조)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다양성을 향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간 평화와 포용 및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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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둔다. 세계 곳곳에서의 수많은 체험은 평화로운 공존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문화와 종교 간 만남과 대화의 개척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
다고 증언한다.”(DF 45)
그러나 시노드는 또한 ‘상당수 젊은이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신들의 실존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라는 존재가
성가시고 심지어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며 자신들을 혼자 편안히 있게 놔
두라고 분명히 요구한다.” 시노드는 또한 이러한 요구가 종종 ‘무비판적
이고 충동적인 경멸에서가 아니라 진지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테면,

성적 · 경제적 추문,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적합하게 포착할 줄 모르는
서품 사목자들의 자질 부족, 강론을 준비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들
이는 정성 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역할, 교
회가 현대사회에 대한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을 설명하기를 어려워함 등
이 있다.(DF 53)

시노드 과정은 이렇게 분석가의 차가움이 아니라 제자의 따뜻한 시
선과 안주하지 않는 마음으로 청년들의 메시지와 요구들을 포착한 거대
한 안테나와 같았다.
어느 주교가 말했듯이 시노드 회의장에 ‘공감하는 교회’Chiesa empatica
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교회는 모든 질
문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복음에 비추어 개개인의 탐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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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권장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목자들은 항상 ‘미리 준비된 사
전 포장형 대답’una risposta preconfezionata gi pronta 을 제공하는 기관으로가
아니라, 교종도 시노드 기간에 트위터에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불태우는 말씀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노인은 꿈을 꾸고 청년은 미래를 본다

이제 최종 보고서 32-36항에서 언급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어른
들이 자기 자녀와도 같은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세상에서 시노드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충만함을 찾는 인류, 여전히 겸손하게 미래의 약속에 희
망을 두는 인류에 관해 이야기했다. 교회는 카누라고, 시노드 참관인 중
사모아제도에서 온 젊은이가 말했다. 이 배에서 노인들은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고,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대화하며 힘껏
노를 젓는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젊은이는 예언자이다. 그러
나 젊은이도 자기보다 앞서 인생 여정을 걸은 이들의 꿈을 들어야 진정
으로 예언할 수 있다.
이번 시노드가 진행되던 중에 『세월의 지혜』La saggezza del tempo 라는
책10)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던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때 교종도 참석하
여 세대 간 관계라는 주제에 관해 노인과 청년의 질문을 경청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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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La saggezza del tempo , (Venezia: Marsilio, 2018). 프란치스코 교종이 전
세계 노인들과 나눈 대화를 모은 책이다. 노인들의 삶의 체험과 그들의 이야기에 관한
교종의 대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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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프란치스코 교종은 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세대 간 관계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너무나 쉽게 뿌리를 내리는 영역이며, 우
리는 종종 이에 대해 무감합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여기
고, 어른들은 청년들을 미숙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지 어떻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세대 간 대화와 만남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종은 사목자들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범주와 사고 체계로 젊은이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위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노인들은 신체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인류의 기억, 우리 사회의
뿌리, 우리 문명의 ‘맥박’polso 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경멸하거나, 내
버리거나, 따로 떼어놓고 가두거나 냉대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안에서부터
삼켜버리는 세속적 사고에 굴복시키는 표시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물려받고
다음 세대로 전해야 할 보물 같은 경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기 파괴 행위
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통찰은 요엘 예언서의 묵상에서 비롯된다.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
라.”(요엘 3,1) 역사를 통한 인간 경험의 축적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가장 소중하고 믿을만한 보물’이다. 세대 간 관계의 불화는 역
사에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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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고 식별하기

최종 보고서의 2부는 1부에서 경청하고 수집한 현실 읽기에 대한 성
찰을 모은 내용으로 본회의 중에 나온 조정안들의 첫 부분과 언어권별
‘소모임’circoli minori 작업을 차례로 고찰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젊은이
들 가운데 활동하시는 성령의 징표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젊은이
들을 “주님께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기대와 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학적 장소들’luoghi teologici 중 하나”로 규정한다.(DF 64)
이 성찰에서 청년기는 이 세상에 대한 ‘선교의 사명’essere una missione
을 깨닫는 선택의 시기로 나타난다.(DF 69 참조) 권위, 동반, 자유 등의 주제
들은 ‘모든 진정한 삶의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DF 73) 성소라는 주제
도 강조되는데, 성소란 “인간에게 주어진 대로 낭독만 하면 되는 이미 쓰
인 대본도 아니고, 지침이 없는 즉흥극도 아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은
당신 사랑의 계획이 역사 안에서 전개될 때 실질적으로 기여한다.”(DF 78)
그래서 성소를 여러 형태로 이해하여 혼인성사, 축성생활, 성품성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점점 더 늘어나는 ‘싱글’single 의 삶까지 포함한다.(DF 84-90
참조)

교회는 ‘동반’accompagnare 과 ‘식별’discernere 이라는 주제에 각각 한 장
씩 할애하여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한다.(DF 91-103, 104-113 참조) ‘동반이란 모
든 자질과 능력을 포함해 자신의 처분을 주님의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
에게 전부 내어 맡긴 뒤, 겸손하게 옆으로 비켜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DF 101) 반면, 식별이란 ‘예수님 삶의 양식의 핵심 차원’
으로 이해한다.(DF 104) 식별을 다룬 장은 짧지만 조밀하고 명료하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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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discernimento 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시노드는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또한 그 관계에
비추어, 실천이성을 올바로 활용하여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때, 또한
그 결정의 근거가 될 선익을 알기 위한 노력을 통해’(DF 109) 식별이 이루
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는 숙고하여 작성된 표현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선
을 아는 능력에 비추어 각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정의는 모든 사람
을 예외 없이 돕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다. 시노드는 동성애자
들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 안에서 동반
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 여정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 여
정에서 “그들은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유롭고 책임
감 있게 세례 때 받은 소명에 충실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헌신하려는 원의를 확인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일 나은 방법을 식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은 “성적 지향성을 자신의 인격에 점
점 더 통합시키고,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며 온전한 자기 자신이라는 선
물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움을 받는다.”(DF 150)

교회에 관한 시노드

최종 보고서 제3부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관해 말하며 도입부에서부
터 시노드 중에 성숙한 열매를 보여준다. 청년들을 ‘위하여’per 무엇을 하
는 것만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con 살아가는 것이다. 청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증거하기 위해 더 진실한 삶의 형태를 추구하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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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다. “교회 삶에 관한 청년들의 책임 있는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세
례받은 삶의 필수조건이자 모든 공동체 삶에 근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청년들의 비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통해 마음
의 회개와 구조의 쇄신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DF 116)

시노드는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신앙
을 고백하거나 스스로 종교적 지평 밖에 있다고 선언하는 모든 청년’을
염두에 둔다.(DF 117) 이것은 중요한 구절로 시노드 성찰의 두 번째 부분,
즉 ‘식별’discernimento 에서 직접 비롯한다. 하느님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하
고 계시며 교회의 임무는 어디에서나 그분을 발견하고 알아보는 일임을
우리는 인식한다.
따라서 이 시노드는 단순히 ‘청년들’i giovani 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논
의하는 시노드가 아니었다.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종의 직관은 새로운 역
동성이 작용할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다. 당연히 많은 지역 주교회의들은
젊은 주교들 또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주교들을 파견했다.
한 달간 매일 만난 후 분명해진 것이 있다. 이 회합은 교회, 교회의 선
교 사명, 교회의 동반과 식별 방식에 관한 시노드였으며,(DF 91-113 참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교회의 공동합의성,(DF 121 참조) 즉 ‘선교를 위한 공동합의성’
sinodalit per la missione (DF 118)을

일깨우며 교회가 이것을 재발견하도록 도

와주었다. 오직 청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시노드 교부들은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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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서로를 결속시키고 또한 주교단과 교황을 결속시키는 단체성이 어떻
게 청년들을 참여시킨 ‘모든 단계에서 공동합의성’sinodalit tutti i livelli (DF
119)의 (이론적 진술만이 아닌)

효과적인 실천으로 명확해지고 풍성해지는지

주목했다.11) 사실 청년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년간 시노드 활동과
성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지역 교회의 공동식별 절차에 ‘가
정, 종교 기관과 단체들, 신앙 운동들 및 청년들’(DF 120)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노드 회의장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이 공동합의성은 교
구 현실 안으로, 삶의 영역 속으로 육화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우애의 대화와 증거를 위한 공간’(DF 1)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한 성찰은 ‘교회의 공동합의적 형태 에 초점을 맞추는
데’(DF 121, 이탤릭체 추가) 도움이 되었다. 그 형태란 ‘참여와 공동책임을 가능
하게 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성이 지닌 풍성함을 소중히 여기며 젊은
이와 여성을 비롯한 평신도들의 기여와 남녀 축성생활자, 단체와 기관들
및 신앙 운동들의 공헌까지 감사히 받아들이는’(DF 123) 태도이다. ‘모든 수
준의 교회 조직 및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여성이 함께하고, 교회의 의

11)

‘시노드의 공동합의적 역동’dinamismo sinodale 이란 세례 받은 ‘모든’tutti 이들의 참
여와 공동책임이 ‘일부’alcuni 구성원(주교들)의 ‘단체협의적’collegiale 권한의 구체적
행사와 ‘한 사람’(교종)의 통솔로 명확해짐을 뜻한다. 이것은 각 지역 교구에서처럼 마
찬가지로 전체 교회에도 적용된다. 모두의 참여는 시노드 준비 과정에서 자문을 통
해 활성화되었다. 참조: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 Costituzione apostolica, Episcopalis communio.
이 교황령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시노드 전개과정을 규정하였다; Antonio Spadaro
– Carlos Galli, “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La Civilt
Cattolica , 4039 (6 ottobre 2018), 55-70. 역자 주: Spadaro와 Calli의 글은 https://
laciviltacattolica.com/the-synodal-church에서 영어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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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과정에서 서품 사목직의 역할을 존중하되 여성도 참여’(DF 148)해
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
이 모든 방식은 소위 교회의 ‘민주화’democratizzazione 를 뜻하지 않는다.
교회적 행사를 사회학적 또는 정치적 범주로 읽는다면 잘못이다. 시노드
는 하나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법적 도구가 아니다. 요컨대 권한
을 부여하는 시노드는 마치 의회처럼 밑에서부터의 선출이 아니다. 교종
은 이 차이점을 여러 번 역설하면서 재확인하였다. 공동합의성은 교회를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 주님께 함께 부름을 받은 회중으로 규정한다. 함
께 걷는 여정에는 회중이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회중을 이루어 모여 있
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식별의 특별한 순간
들이다.

선교를 향하여

청년들과 함께한 이 시노드는 세상의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하느님
의 충실한 백성인 교회에 관한 시노드이며 교회 ‘개혁’riforma 이 나아갈 정
확한 길을 보여주었다.(DF 118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용과 교회 개혁
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고 그 안의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선교사가 되는 전환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함께 걷는’camminare insieme 체험은 섬긴다는 관점에서 권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DF 124 참조), 선교를 지향하도록
교회를 재촉하고 교회의 선교적 투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DF 125-127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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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회가 시민단체들과도 현실과 사회의 도전과 대화를 나누도록 이끈

다(DF 132 참조). 이것은 구체적인 변화와 선택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중 하나는 교구가 “[고정적] ‘사무실’uffici 업무에서 벗어나
[역동적] ‘프로젝트’progetti 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 간
의 더 나은 조정과 통합을 개발할 것”(DF 141)을 제안한다.
최종 보고서는 시노드 논의에서 드러나고 이전에 제기된 주요 주제
들을 포함하면서, 디지털 환경, 이주, 정서, 경제, 정치, 노동, 생태, 양성
등의 주제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성
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성숙해지기 위한 시간’과 같은 구체적
제안들도 빠짐없이 담았다. 일상적 환경과 관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성인 교육자와 형제애를 나누는 삶을 체험하며, 기도와 성사 생활에 뿌
리를 둔 영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굳건하고 의미 있는 사도적 [대안을] 제
시한다.(DF 161 참조) 마찬가지로 서품 사목직 양성에서 ‘여성을 포함하는
차별화된 유형의 교육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성소가 상호 작용하게 하자
는 내용도 담겼다. 그것은 “초기 양성에서 젊은이들의 심성에 새겨지는
작지만 귀중한 형태의 공동합의성이 될 것이다.”(DF 163)
요컨대 최종 보고서는 시노드 과정의 결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안
내하는 지도로써, 교회는 그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라는 부름을 받고 있
다.”(DF 3) 이 지면에서 모든 접점, 제안, 의견을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고서 전체를 읽기 위한 도입으로서 큰 틀을 가리키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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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드—‘교회적 훈련’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종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후로 줄곧 교회의 ‘공
동합의성’sinodalit 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왔다.12) 교종은 청년에 관한 이번
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이 회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시노드는
‘교회가 식별을 실행하는 장’으로서,

신앙 행위에 뿌리를 둔 내적 태도이다. 식별은 방법인 동시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이다. 식별은 하느님께서 세상 역사 안에서, 인생의 사건들 안에서, 내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이런 이유
로 우리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경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
는 것을 경청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공동식별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한다. 시노드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핵심은 성령에 힘입어, 참
가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흥미롭게도 최종 보고서는 전례의 중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술한다. “성찬례에서 교회의 공동체적 삶과 공동합의성이 나온다.”(DF
134)

이 단락은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공동합의성과 전례의 결속은

시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올바른 방식으로 기념될 때 성찬례에서 일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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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초 발디세리 추기경이 시노드 의안집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미 2013년,
교종으로 선출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탈리아 『치빌타 카톨
리카』와의 대담에서 ‘시노드 방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현재 형식은 정적이다.’라
고 언급한 바 있다”. 참조: Antonio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La Civilt
Cattolica , 3918 (19 settembre 2013), 44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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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 즉 모두를 한뜻으로 모으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필리
2,1-5 참조)과

연결된다는 확신을 준다.

교종은 시노드 회합의 근본적 특징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몇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는 정직하고 용감한 나눔으로서 이것은
‘파레시아’parresia 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또한 ‘시노드에 참석하지 않은 세
상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려주는 목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말할 수 있
는 용기는 ‘다른 이의 말을 듣는 겸손’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
다. 교종에 따르면 이 진정한 대화는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고 각자 준비했던 발언을 고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꺼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유를, 그리하여 우리의 확
신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느껴봅시다. 이것은 인간적 영적 성숙
의 위대한 표징입니다.”
경청은 ‘파레시아’parresia 와 더불어 교회의 근본적인 태도로, 프란치스
코 교종은 경청에 있어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종종 교회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
노드는 “진정한 경청의 태도를 보이는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는 자신이
마주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반면 “듣지 않는 교회는
새로움에 귀를 막고, 하느님의 놀라움 앞에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교회
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청년들로 하여금 가까워지기보다는 필연
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체 회의와 그룹 토의 때 다섯 발언
마다 한 번씩 3분간 침묵의 시간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 시간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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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서 마음에 올라오는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들어가 가장
와닿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침묵이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알아차
리고 헤아리고 선택하는 과정을 완수하기 위한 열쇠이다.”

미래를 향한 개방

지금까지 우리는 최종 보고서 주요 구절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시노드 활동을 요약했다. 이 문서는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대의원 과반
수의 표를 얻어 광범위하게 합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므로 교
종에게 전달된 텍스트는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였다. 한편으로, 최종 보고
서는 시노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솔직하고 직접 경청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업이 늘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고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명확히 설명하고 실행할 장을 하느님 백성과 교종 모두
에게 제공했으므로 후속 사도권고를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청년에 관한 시노드를 조직할 생각을 한 것은 현재를 고찰함과 동시
에 미래에 열린 자세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시노드 교부들이 ‘젊은이들
에게 보내는 서한’Lettera dei Padri sinodali ai giovani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
들을 동반하는 교회는 그들 또한 ‘이 여정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삶
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동반자’가 되라고 요청한다.
“‘미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힘을 기울이십시오.” 이는 프란치스
코 교종이 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요한 23세를 인용하며 던진 호소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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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의 각 조항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역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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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종은 시노드가 맡은 임무를 언급했다. 우리의 성찰을 마무리
하며 교종의 말한 시노드의 임무를 여기 다시 싣는다.

꿈을 심고, 예언과 비전을 끌어내며, 희망을 꽃피우고, 신뢰를 고취하며, 상처
를 싸매주고, 서로의 관계를 긴밀히 하며, 희망의 새벽을 일깨우고, 서로에게
서 배우며, 정신을 조명하는 빛나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데우며,
우리 손에 힘을 주고,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든 젊은이에게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의 비전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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