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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 아합과 가난한 나봇: 끝나지 않는 이야기
IL RE PREPOTENTE E IL POVERO NABOT:
UNA STORIA INFINITA✽

잔카를로 파니 S.J.✽✽
강선남 헬레나 옮김 (성서신학 박사)

“나봇 이야기는 옛날 일이지만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1) 암브로
시우스는 가난한 나봇이 그의 포도밭을 손에 넣으려는 아합 임금에게 목
숨을 뺏긴 이야기를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사마리
아 임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제벨, 예언자 엘리야가 열왕기 상권에 나오
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다.2) 주인공은 모두 과거의 인물들이다. 임

✽

La Civilt Cattolica , 4034 III (21 luglio/4 agosto 2018), 119-130.

✽✽ Giancarlo Pani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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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brogio, De Nabutae 1,1 , Karl Schenkl, ed., CSEL 32/2, (Vienna – Praga - Lipsia
ecc: 1897), 469-516; Ambrogio, Il prepotente e il povero. La vigna di Nabot , (Cinisello
Balsamo: San Paolo, 2013); Ambrogio, La vigna di Nabot , Maria Grazia Mara, ed.,
(Bologna: EDB, 2015). 본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나봇 이야기』 인용문 옆 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장과 절 출처를 가리킨다. 편집자 주: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에서는
기존의 번역서를 참고했다. 암브로시우스, 『나봇 이야기』, 교부 문헌 총서 20, 최원오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31.

2)

참조: 1열왕 21,1-28. 이 이야기는 엘리야 예언자 설화의 일부이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에서 중요한 시기에 활동하였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다신교가 깊이 침투해
있었고, 새로운 경제 체계가 화폐 유통과 무역을 촉진하며 기존 경제 구조의 뿌리를 흔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고 있었다. 여기에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여 백성

잔카를로 파니

금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서도 광대한 자기 영토 한구석에 맞닿은
작은 포도밭마저 탐낸다. 그의 아내는 범죄를 부추긴다. 그리고 이 가난
한 사람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포도밭밖에 가진 게 없다. 마지
막으로 예언자는 불의를 경고하고 양심을 일깨운다.
암브로시우스 시대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전환기에 있던 로마 제국
의 당시 수도에서도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권력가들은 엄청난 부
를 소유하고 흥청망청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금으로 치장
하고 궁궐을 보석으로 수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명예를 위해 대
규모 경기를 열거나 수백 가지 음식이 나오는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들이 과시하는 부는 대다수 민중이 겪는 가난, 불행과 극명하게 대조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등장한다. 그는 부와 권
력을 지닌 로마제국 원로원 가문 출신이었다.3) 세례지원자로서 밀라노의
행정관이었던 암브로시우스4) 본인도 부자와 권력가들이 즐기던 유희와
그 규모를 알고 있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전 재산을

들에게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도록 촉구하였다.
3)

역자 주: 암브로시우스는 수세대에 걸쳐 그리스도교를 믿어온 로마 시의 귀족 집안에
서 태어났다. 그는 수많은 고위 관리와 순교자 소테리스가 그와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으며, 황제에게서 그
지방의 최고 사법전권을 위임받았다.

4)

역자 주: 암브로시우스는 세례를 미루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성인이 될 때까지 세례지
원자로 있었다. 30세에 밀라노를 행정 중심지로 둔 에밀리아-리구리아 지방의 황제 파
견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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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봉헌하였다. 암브로시우스의 전기 작가인 파울리누스Paulinus 부
제는 암브로시우스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도 어떻게 기부하였는지 기록
해 놓았다.
또한 아합과 나봇은 권력이 교만이 되고 정의가 타락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5)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
리는 늘 가난한 이들과 불운한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더 많이 갖기를 원
한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 저술의 기반이 된 하느님 말씀에는 예상치
못한 힘이 있으며, 거기 담긴 영속적인 가치는 오늘날에도 가장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불의가 행해질 때 우리에
게 울리는 바가 있다.

나봇 이야기

암브로시우스는 4세기 말경에 『나봇 이야기』를 썼다.6) 암브로시우스
가 여러 작품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깊은 인

5)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1851)에 나오는 주인공도 아합Ahab 이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이끌린 선장은 흰 고래의 신비한 힘에 맞서고 배에 있던 선원 모두를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밀어 넣는다. 결국 선원들 가운데 신비 앞에 겸허했던 인물인 이쉬마엘
Ishmael 만이 살아남는다.

6)

Ambrogio, La storia di Nabot di Jezrael , (Brescia: Morcelliana, 1952); Ambrogio,
Opera omnia. VI. Elia e il digiuno, Naboth, Tobia , (Milan – Rome: Biblioteca
Ambrosian – Citt Nouova, 1985); Giuseppe De Simone, La miseria del ricco. Esegesi
biblica e pensiero sociale nella “Storia di Naboth” di Ambrogio , (Catanzaro: Ursin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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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남겼음이 틀림없다.7)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합의 탄압을 극적인
시기를 지나던 밀라노의 사회, 정치, 종교 상황과 연결했다. 그는 『아욱
센티우스 반박』Contra Auxentium 에서 아리우스파에게 자유와 권한을 되돌
려주는 내용의 386년 법령을 부추기고 옹호한 이들을 비판하였다. 아리
우스파 주교였던 아욱센티우스는 아리우스파의 예식을 위해 포르티아나
대성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 이야기
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묘사한다.

나봇은 자신의 피로 포도밭을 지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포도밭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포기하여야 합니까? 나봇이 자기 조상
들의 유산을 넘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유산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까? 하느님은 내가 조상들의 유산을 버리는 일을 용인하지 않으
십니다!8)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보기에 아욱센티우스는 제2의 가난한 나봇인
자신에게서 포도밭인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제2의 아합 임금이다. 그
리고 황제의 어머니 유스티나9)는 엘리야 예언자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

7)

Ambrogio, La storia di Naboth , (L’Aquilla: Japadre, 1975), 29-34; Ambrogio, La vigna
di Naboth , Mara, ed., 38-44.

8)

Ambrogio, Contra Auxentium 17: PL 16, 1012B.

9)

편집자 주: 이탈리아 원문과 영어판은 ‘아내’로 번역했다. 하지만 유스티나는 선대 황
제의 아내, 즉, 당시 황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원문과 달라도 ‘황제의 어머니’라고 번
역을 살렸다. 사실, 유스티나는 황제 발렌티우스 2세의 어머니이며 아리우스주의 추종
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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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제2의 이제벨이다. 그러나 주교는 대성전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많
은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군중의 소요를 두려워한 유스티나는
마침내 암브로시우스의 신자들에게 대성전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분량이 길지 않지만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
는 권위 있는 증언이다.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가난한 이들,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한 이들을 마
음속에 품고 있다. 암브로시우스가 대 바실리우스와10) 고대 저자들, 교부
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브로시우스 이전의 어떤 사람도 열
왕기 상권의 성경 본문에 대한 체계적인 주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암브로시우스의 독창성과 성경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비극적 특성이 눈에 띈다. 아합 임금은 하느님에게서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온 땅
을 갈라지게 하던 가뭄과 기근을 엘리야 예언자의 청원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니 더욱 주님을 찬미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 감사드
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괴롭힌다.
아합은 매우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10)

10

역자 주: 대 바실리우스의 설교 두 편, 곧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루카 12,16-21)를 다룬
『내 곳간들을 헐어내리라에 관한 설교』와, 부자 청년 이야기(마태 19,16-22)를 풀이한
『부자들에 관한 설교』가 『나봇 이야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잔카를로 파니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이즈르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
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
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1열왕 21,1-2)

나봇은 포도밭을 넘기라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포도밭은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이었기 때문이다.11)
이 이야기를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포도밭을 아합 임금에게 양도하지
않은 나봇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합은 어찌 되었든 폭력
을 사용하여 포도밭을 강탈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나봇에게 포도밭에
상응하는 돈이나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나봇의 포도밭을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난한 나봇에게 그 포도밭은 단순히 재
산의 일부가 아니라 집안에서 내려오는 상속재산, 조상들의 유산이며 하
느님에게서 받은 거룩한 유산이었다. 그 포도밭을 양도한다면 조상에게
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는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아합 임금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
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
니다.”(1열왕 21,3)

11)

모세 율법은 토지소유권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저마
다 자기 상속 재산에 붙어살아야 한다.”(민수 36,7.9)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서면서 새
로운 무역 경제가 시행되었고, 지파 중심의 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는 붕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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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합 임금은 나봇의 거절에 속이 상하였다. 그러자 이제벨이 나서서
옳지 못한 계략을 세운다. 나봇이 하느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고발로 그를 법정에 앉히고, 사형을 선고한 다음 돌을 던져 죽인다.
임금은 마침내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땅에 합칠 수 있게 되었다.
아합이 포도밭을 차지할 때 엘리야 예언자가 그를 만나러 가서 주님
의 말씀을 전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1열왕 21,19) 아합
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참회하였다. 그러
나 그의 참회가 참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 집안에 벌을 내리셨다.12)

끝나지 않는 이야기

나봇 이야기는 역사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 아합의 이야
기에서 영감을 얻은 암브로시우스에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우선 그
는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욕심을 채우는 권력자들을 비난하고 폭로한
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현세에서 정의와 연대의 정신으로 재물
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면서, 부의 상대적 가치를 납득시키고자 한다.
이 밀라노 주교에게 아합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부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자의 탐욕을 상징한다.

12)

12

구약성경의 아합 이야기는 Vincenzo Anselmo, Fece ci che male agli occhi di Yhwh.
La figura narrative di Acab in 1 Re , (Rome: Gregorian & Biblical Press, 2018)를 보라.

잔카를로 파니

날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재벌이 가난
한 사람을 그 작은 밭에서 내쫓지 않으며, 궁핍한 자를 조상의 땅 끝자락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자신이 지닌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어떤 부자의
영혼이 이웃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합 한 사람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딱한 것은 아합이 날마다 태어나
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가난한 나
봇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봇들이 쓰러지고, 날마다
가난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1,1)13)

암브로시우스는 명징한 논리로 부자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그들의 탐
욕을 조명한다. 가난한 백성의 운명과, 정원 옆에 자기 소유의 포도밭을
지니겠다는 이유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싶어 하는 임금의 부당한 요
구 둘 다 의미심장하다.14) 소유에 대한 부자들의 욕망은 역설적으로 그들

13)

암브로시우스, 『나봇 이야기』, 31.

14)

암브로시우스 시대의 ‘대토지 소유제도latifondismo ’(역자 주: 고대 로마제국의 토지 제도로
서, 로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에 의해 성립하고 발전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
께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나, 힘 있는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국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대토
지를 소유하게 되었다)와 소수가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하게 되는 상황은 엄

청난 불균형을 일으켰다. 일례로, 젊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명성에 상
응하는 밀라노 황실의 수사학의 대가가 되도록 도와준 로마 원로원 의원 심마쿠스는
(역자 주: 밀라노에 있는 황실은 로마 시의 총독인 심마쿠스에게 황실에 근무할 수사학의 대가를
구해달라고 위탁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 친구의 도움으로 이 관직에 추천되었다.) 로

마에 궁 세 채, 로마 교외에 저택 세 채, 그리고 로렌토, 나폴리, 포추올리와 쿠마의 농
경지에도 소유지가 있었다. 암브로시우스 집안도 로마에 궁을 소유하였고, 시칠리아
에도 재산이 있었다.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힘이 강력해서 작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자기 재산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슬프게 막을 내린 로마제국 왕가들의 투쟁과 야만족들의 침략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참조: Vincenzo Paglia, Storia della povert . La rivoluzione della carit dalle radici
del cristianesimo alla Chiesa di papa Francesco , (Milan: Rizzoli, 201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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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결코 부에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끈질기게 조르는 말, ‘네 포도밭을 나에게 달라’
는 ‘탐욕의 불길’을 드러낼 뿐 아니라,(2.8)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적
공허를 보여준다. ‘나에게 달라’는 말은 자신에게 결여된 바로 그것이 필
요하다고 고백하는 구걸하는 사람의 외침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자는 자기 것은 하찮은 물건처럼 귀찮게 여기지만, 다
른 사람의 것은 가장 값진 보화처럼 탐냅니다. ⋯ 모든 것을 제 소유로 차
지하고 싶어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 자체를 결코 원하지 않
습니다.”(2.9-10)15)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재물을 시기하다보니 부자는 영
원히 불행하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부분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낸 이유
이다. 그는 포도밭에 자기 밭을 가꾸고 싶어 하였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는 쓸모없는 풀밭 공간을 찾아 헤매는 완전
히 미치고 얼빠진 짓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유익한 그 무엇을 소유하려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6)

(3,11)

부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가난한 이들이 지닌 유일한 자산

을 파괴하면서까지 전부 다 갖기를 원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묻는다.

14

15)

암브로시우스, 『나봇 이야기』, 41.

16)

Ibid., 43.

잔카를로 파니

왜 자연을 그대들만의 소유라고 내세웁니까? 땅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함께 사용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 부자
들은 그대들만의 권리라고 사칭합니까? ⋯ 이 땅은 우리를 벌거숭이로 낳으
며,(욥 1,21 참조) 음식과 마실 것이 필요한 존재로 낳습니다. ⋯ [자연은]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창조하고,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무덤의 품속에 가두어 버립
니다.(1,2)17)

더 나아가, 부자들의 부유함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이기심 안에
서 그들은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부자의 소유를 필요로 할 때조차 사용을 허락
하지 않는다.18)
여기에 더하여 비뚤어진 욕심은 부자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들을 인간 공동체에서 분리한다. 그들의 논리는 그들이 사회를 완전히
거부하도록 이끈다.

그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이웃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는 법,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다른 사람들을 다시 발견
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이웃으로 다

17)

Ibid., 33.

18)

“그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몽땅 도둑질하여 아무것도 남
겨두지 않았으니, ⋯ 가난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
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자신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
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4,16). Ibi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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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옵니다. 지상에서 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3,12)19)

암브로시우스가 여기에서 끌어낸 경제적 문제들은 의미심장하다. 무
엇보다도 우선, 그 자체가 목적인 재물의 축적을 비난한다. “그대들은 광
맥에서 금을 캐내고는 곧바로 숨겨버립니다.”(4,16)20) 이것은 시편 39,7의
말씀과도 같다.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 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
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부의 생산력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음에 대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식량 가격이 별 볼 일 없겠다는 계산이 나오면 많은 소출
때문에 언제나 어쩔 줄 모릅니다. 풍요는 모든 사람의 것인데, 기근은 오직 탐
욕스러운 인간에게만 이득이 됩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식량이 풍부해지는
것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 높이 쌓인 곡식 단이 곳
간 위로 흘러넘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궁핍한 이들에게 무슨 좋은
기회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보십시오.(7,35)21)

암브로시우스는 또한 부자들의 호사가 가난한 이들의 불행 위에 세
워지고 그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비난한다. 이것이 부자들을 위해 일
하다가 죽는 사람을 육체적 죽음으로 이끌고,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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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bid., 43; 45.

20)

Ibid., 49.

21)

Ibid.,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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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노예로 팔아야 하거나 나머지 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 어느
한 명을 팔지 결정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한 부모를 영적 죽음으로
이끈다.(5,22)22)
축적된 부, 과장된 화려함과 소유에 대한 목마름은 또한 부자들의 내
적 불안과 기억상실을 드러낸다. “탐욕은 부자를 흔들어 깨우고, 다른 사
람의 몫을 빼앗으려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시
기심은 부자를 고문하고, 부질없는 기대는 고통을 줍니다. 수입이 줄면
혼란에 빠지고, 풍요로우면 불안에 떱니다.”(6,29)23) 어리석은 부자의 비
유(루카 12,17-19)는 삶의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화이
다. “자기 영혼에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일
컬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관하는지도 모르는
채 숨겨 놓기 때문입니다.”(8,38)24) 부자는 자신을 덮칠 죽음의 시간이 바
로 그날 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쌓아두었
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다. 받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하
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부자에게 풍성
한 소출을 주시어 가난한 이들과 나누게 하셨으니, 가난한 이들과 궁핍
한 이들은 부자의 곳간으로 초대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지심

22)

암브로시우스는 대 바실리우스의 글에서 일부를 가져온다. 참조: In illud dictum,

Destruam : PG 31, 268C - 269 A 강론.
23)

암브로시우스, 『나봇 이야기』, 65;67.

24)

Ibid.,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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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판을 내시고 풍요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다.(6,32)

재물의 공정한 사용

“악한 것을 선으로 만들어야 할 그대들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만들
어 버립니까?”(7,36)25)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신다. “불의한 재물
로 친구들을 만들어라.”(루카 16,9) “사용할 줄 알면 선한 것이고, 사용할 줄
모르면 당연히 악한 것입니다.”(7,36)26) 사유 재산과 부에 관한 암브로시우
스의 관찰은 흥미롭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남용도 아니다. 오히
려 적법하다. 그 성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사치와 허영으로
낭비된다면 범죄가 될 수 있으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
을 연다면 선이 된다.
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죄가 될 수 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부가 선행을 막는 장애물이 되듯이 정의와 자애의 정신으로 사용하는 사
람들에게는 부가 덕이 된다. “그대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 그대 정의의 곳간을 열어젖힘으로써, 그대가 가난한 이
들의 빵이 되고, 궁핍한 이들의 생명이 되며, 눈먼 이들의 눈이 되고, 고
아들의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재산은 선한 것이 됩니다.”(7,36)27)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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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bid., 75.

26)

Ibid.

27)

Ibid. 루카 복음 주석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이와 관련 있는 성찰을 제시한다. “모든 은
행가(nummularii , 환전상을 포함하는 개념)를 쫓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Exp. Ev. sec. Lucam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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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농부가 되십시오. 그대에게 유익한 것을 심으십시오. ⋯ 그대가 되
받을 자비의 보상은 그대가 준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되돌아오겠습니
까!”(7,37)28)
암브로시우스의 이 짧은 저술 후반부에 삽입된 담화는 부자들의 마
음을 건드려 관대하게 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자신들의 계획을 이
루고자 부자들 역시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 단식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와 단식은 무엇인가? 배고픈 이
를 위해 빵을 떼고, 궁핍한 이와 집 없는 이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고 모든 거짓 고발을 물리치는 것이 주님께서 좋
아하시는 기도이며 단식이다.(10,45)
그는 부자들에게 권고한다. 탐욕스러운 악인 이제벨의 조언을 듣지
말라. 이제벨은 탐욕을 형상화한 인물이며, 범죄를 생각해 내고 사기를
계획할 때 머리를 빌려준다. 이제벨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 두 명이 나
봇이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하는 장면은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
산나의 심문(다니
26,65 참조)과

13,28 참조)과

산헤드린 앞에서 치른 예수님의 심문(마태

같다. 암브로시우스는 부자들의 법과 고발을 주님의 율법과

대조하고, 거짓 증언을 양심의 증언과 대조한다.(10,45)

부자의 위선

나봇이 살해당한 뒤에 임금은 몹시 괴로워하며 후회한다. 그러나 슬

28)

Ibid.,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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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얼굴을 하고서도 그 가난한 사람의 포도밭으로 가서 그곳을 차지한
다.(11,47) 사실 그의 괴로움은 거짓이었고,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부자의
위선을 들춘 하느님의 정의가 전달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신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1열왕 21,20
참조)

주님께서는 죄 많은 임금들을 저버리시지만, 무죄한 사람들은 당신

원수들의 권한에 넘기지 않으십니다.”(12,51)29) 악은 우리를 속박하고 진리
를 가리고, 자신을 숨기려 애쓰고, 양심을 두려워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
한다. 반면에 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이에게 우리 마음을 열
게 하고, 자비를 행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것은 그대에게 유익합니다. 그대가 무엇을 줄
이든 그대에게는 늘어납니다. 그대는 가난한 사람에게 준 음식으로 그대 자
신을 자라나게 합니다. ⋯ 자비의 씨앗은 땅에 뿌려지지만 하늘에서 싹트고,
가난한 사람 안에 심어지지만 하느님 앞에서 열매 맺습니다.(12,53)30)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들을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암
브로시우스는 부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땅과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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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bid., 97.

30)

Ibi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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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궐, 부, 말, 금과 소유물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인데도, 황금을 땅에 묻어 버립니다. 그
대는 심판관이 아니라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 차라리 황금을 팔아 구원을 사고, 보석을 팔아 하느님 나라
를 사며, 밭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되사십시오.(14,58)31)

그대 홀로 이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돈을
망가뜨리는 좀과 녹이 그대와 함께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이 그대에게 이 동업자들을 준 것입니다.(14,59)32)

그대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느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속
에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자비의 부자가 하느님께 부유한 사람
입니다. 단순함의 부자가 하느님께 부유한 사람이며, 지혜의 부자와 슬기의
부자가 하느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14,60)33)

암브로시우스는 마태오 복음의 최후의 심판 비유를 다시 들며 마지
막 권고를 한다.

아드님을 그대의 빚쟁이로 만드십시오. 그분께서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

31)

Ibid., 109; 111.

32)

Ibid., 111.

33)

Ibid.,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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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덮어 주
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
이 당신께 해 드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14,60)34)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보물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글은 하느님을 향한 찬미로 끝맺는다. 시편 75편은
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징인 아시리아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
하시는 주님을 드높인다. 그들이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
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들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이다. 주
님은 악인과 부자와 권력가와 권세가의 구상을 뒤엎으셨다. 그리하여 주
님은 가난한 이들의 찬미를 받으신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평화와
통교의 장소인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을 찬미하기 때문이다. 실로, 가난한
사람은 믿음에서 더 풍요롭고, 보다 절제된 삶을 실천한다.(15,63)35)
따라서 나봇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탐욕과 권력의 남용에 대한 이야기이며, 거짓 고발과 살인, 강도
질, 그리고 불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또한 정직과 진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충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정이 순교의 모습으로 드러나
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암브로시우스가 책을 쓴 목적은 명확하다. 부가 탐욕과 결합할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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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bid. 마태 25,35.36.40; Ambrogio, La storia di Nabot , 14,59.

35)

이 개념은 스토아 논쟁에서 온다. 참조: Senaca, De vita beata , 22 and 26; Valerio
Massimo, Dictorum factorumque memorabilia libri IX 9,4 ex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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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불행을 낳는다. 암브로시우스는 땅이 하느님께 속하고 주님께서 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선언한다. 어떤 사람도 땅을 자신만의 소
유로 삼을 수 없고, 누구도 땅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맡
겨진 것을 운영하는 관리자이고, 우리가 한 일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의 문제에 대해 대담하고 불편한 가르침을 체계화하면서
도 복음의 급진적 성격을 드러낸 교회 저술가는 드물다.
암브로시우스는 항상 가난한 이들 편에 섰으며, 필요할 때는 교회의
재산을 팔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 교회의 물적 자산은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
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즐겨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참
된 보물입니다.”36)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암브로시우스가 죽고 16세기가 지난 뒤, 프란치스코 교종은 산타 마
르타에서 강론할 때, 말씀의 전례에서 읽은 열왕기 상권 21장을 언급하며
이 오래된 이야기를 상기시켰다. 교종은 다음의 말로 밀라노 주교를 인
용하였다. “[나봇 이야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 물질적인 힘, 정치적인 힘,
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타락의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다는 말인가?
“안전을 추구하는 길에서 타락합니다. 먼저, 돈과 안락함, 그다음에는 권

36)

참조: Paglia, Storia della povert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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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부심과 허영심,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 심지어 살인까지 나옵
니다.” 교종은 이어서 ‘이것은 정치가, 사업가, 고위성직자가 굴복할 수
있는 일상의 유혹’이라고 말한다.37)
교종은 “그럼 타락의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Ma chi paga la corruzione?
라고 묻는다. “가난한 이들이 타락의 대가를 치릅니다!la corruzione la paga
il povero!

⋯ 가난한 나봇이 아합 임금의 타락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

봇은 자신의 전통에 충실하였고,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였고, 조상들에
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충실했습니다.”38)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
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 나봇은 수많은 ‘타락에 의한 순교자들’martiri della
corruzione

가운데 첫 번째이다.

교종은 특별히 교회 내 타락에 주목한다. 여기에도 타락이 극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위성직자가 타락한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바로 성호경을 긋는 법도 모르
고, 교리도 모르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들이 치릅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영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치릅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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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Francesco, “Omelia del 16 giugno 2014”,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
cotidie/2014/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40616_quando-pagano-i-poveri.
html (접속일: 2019. 2. 26)

38)

Ibid.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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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타락의 대가는 항상 가난한 이들에 의해 지불된다. 물질
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치를 상실하고 삶의 질
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 의해 지불된다.
교종은 또한 다윗의 고백을 언급하면서 타락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
시한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한 다음 눈물을 흘리
고 뉘우치며 참회하였다. 교종은 또 복음서에서 자캐오의 이야기를 예시
로 더한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
다.”(참조 루카 19,8)40)
프란치스코 교종은 암브로시우스의 주석을 언급하면서, 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된다. 그러나 밀라노
의 주교처럼 교종은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타락에 의한 순교자들’martiri
della corruzione 을

우선시하는 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모

든 사람의 회심을 위한 초대이고, 힘 있는 이들과 타락한 이들을 위해 기
도하자는 초대이다.41)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 에서 교종은 아합 임금의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서 재구성하였다.

40)

Francesco, “Omelia del 17 giugno 2014”,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
cotidie/2014/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40617_peccatori-con-i-guantibianchi.html (접속일: 2019. 2. 26)

41)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4년 영신수련에 따른 사순 피정을 하면서 암브로시우스의 『나
봇 이야기』를 읽기를 제안하였다. 참조: Bruno Secondin, Profeti del Dio vivente. In
cammino con Elia , (Padova - Vatican City: Messaggero – Libr. Ed. Vaticana, 2015),
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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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의 상황이 “야기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은 집단 이기심의 ⋯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식 안에 머물 때 탐욕이 커
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참다운 공동선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42)

교종 프란치스코는 얼마 전에 다시 나봇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
는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의 전형입니다. 예수님 순교의 전형입니다. 스
테파노 순교의 전형이며, 또한 구약성경의 수산나의 전형이고, 중상모략
에 의해 선고를 받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전형입니다.”43) 그러나

이것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정부와 나라의 우두머리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비방을 퍼트
리고 중상모략으로 사람과 상황을 모두 파괴한 다음에, 그 파멸을 판가름하
고 비난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파괴하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44)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짓는다.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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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204항. ‘집단 이기심의 온상’은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항에서 인용.

43)

참조: Francesco, “Le dittature manipolano la comunicazione”, http://w2.vatican.va/
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0618_
santa-marta-comunicazione-distorta.html (접속일: 2019. 2. 26)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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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나봇이 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 조상들의 유산에 충실한 것이었습니
다. 상속재산을 팔지 않고, 역사를 팔지 않고, 진리를 팔지 않으려 했습니
다.” 왜냐하면 “유산은 그 포도밭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유산은
팔 수 없습니다.”45)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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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책장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교종 프란치스코와 아일랜드 예수회원들의 만남
“OCCORRE RIDARE VITA”
Papa Francesco in dialogo con i gesuiti in Irlanda✽

교종 프란치스코
김학준 라우렌시오 S.J. 옮김

세계 가정대회 참석을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던 교종 프란치스
코는 2018년 8월 25일에 아일랜드 예수회원들을 만났다. 만남은 오후 6
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교종은 성 학대 피해자 8명과의 만남을
연장하기로 했고, 예정보다 길어진 한 시간 반 동안 그들을 만났다. 교종
은 6시 40분경에 예수회원 63명이 모인 교황대사관 내 응접실에 입장했
다. 그 가운데에 아일랜드 라포 교구의 앨런 맥거키언 주교와 오타와 대
교구의 테렌스 프렌더개스트 대주교도 있었다. 또한 예수회 식별과 사도
직 기획에 대한 총장 자문위원인 존 다디스 신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예수회원 가운데 세 명은 이제 잠비아-말라위 관구 소속이 되
었고 그중 한 명은 남수단에 거주한다. 미국, 캐나다, 카메룬에서 와서 양
성 중인 세 명의 예수회원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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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ivilt Cattolica , 4038 III (15 settembre 2018), 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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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장 레너드 A. 몰로니 신부는 먼저 모두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건넸다. “우리 형제이신 교종 성하, 아일랜드 예수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드 밀라 폴타’C ad m le f ilte! 이 말은 환영을
뜻하는 전통적인 아일랜드 표현으로서 ‘백 번 천 번 환영합니다.’라는 뜻
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자 성 이냐시오의 아들로서
성하를 환영합니다.” 이어서 몰로니 신부는 교종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
도 이 ‘친밀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해주는 데 대해 감사를 표
했다. 특히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신 예수 그리
스도께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매력적으로 드러내주십니다.” 하고 말했다.
몰로니 신부는 ‘자유, 식별, 영적 동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헌신
에 관해 이야기했다. 『치빌타 카톨리카』에서 자주 전했듯이, 교종은 사도
방문 때 예수회원들에게 이러한 투신을 여러 번 요청했다. 관구장 신부
는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다지 젊지 않습니다. 성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젊
은 축에 드십니다! 그러니 성소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관구는
모든 것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려는 커다란 용기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희는 이번 주에 성하께서 기도와 단식을 부탁하시며 교회 안에서 학대의 악
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을 들었습
니다.

관구장은 이렇게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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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 성하, 이곳에 와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
립니다. 특히 리더십이 주는 부담감에도 기쁨과 유머, 평온함을 보여주심에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성하께서 평화 속에서 용기를 갖고 사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도와드
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임을 서두르는 상황이 되어 미안하네요. 이 모
임에 늦었지만, 또 곧바로 가정대회에 가야 합니다. 주어진 정확한 일정
을 지켜야 하지요. 우선 오래전에 제가 아일랜드에 처음 왔을 때, 밀타운
에서 배운 영어를 이제 모두 잊어버려 미안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제게는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한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감
사합니다.
성 학대 피해자 여덟 명을 만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미혼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아 가는 사례도 있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
다. 이 이야기가 특히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아동청소년부 장관
이 저에게 이 문제를 말해주었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
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아일랜드 교회가 이 역
사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역사를 끝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
까요? 단지 다음 페이지로 책장을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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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실행하여 많은 이에게 생명을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느님의 백성에게 쓴 편지는 학대
의 수치스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복
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학대의 비극
은, 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 어마어마한 추문을 낳은 경우인, 칠레와 이
곳 아일랜드 혹은 미국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곳의 교회 상황은 하느
님의 백성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엘리트주의와 성직주의가 만연
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트주의와 성직주의는 온갖 형태의 학대를 눈감
아줍니다. 그리고 성 학대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학대가 아닙니다. 권력과
양심에 대한 학대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
합니다. 용기!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잘 정리하여 보고된 이야기들을 보
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방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사명은 바
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양심을 변화시키며, 상황을 솔직하게
직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구장님은 제가 신앙을 기쁜 것으로 만
들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서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대목에서 교황님과 참석자들은 크게 웃었다.) 물론 아니죠. 이것
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신선함이 여러분이 평화를 잃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선함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려고 오신 것이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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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결의론’casistica morale 1)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자
비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지금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군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습
니다! 하지만 부패한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23장
에는 예수님께서 부패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가 담겨있
습니다.
복음의 신선함을 지닌다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
가 아는 어떤 고해사제는 죄지은 사람이 고해하러 올 때, 그 사람이 자유
롭고 새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해자
가 말하기 힘들어하면 강요하지 않고 그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고문실이
나 심리분석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면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자
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
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에 걸쳐 누구와 간음했느냐?” 아닙
니다! 그분은 단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의 자비,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들, 소박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
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치유를 받고
배불리 먹습니다. 신부님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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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율법에 따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쁨에 대해 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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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바로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또한 신부님은 자유, 즉 식별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식별을 믿
습니다. 우리는 식별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별은 하느님의 뜻을 찾
으며 기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이단처럼 들릴 수 있어
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듯 식별 안에 성
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
므로 가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자유의
영, 곧 우리 안에서 항상 활동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종이 관구장에게 물었다.

수련자가 몇 명인가요?

관구장은 수련자 세 명이 한 수련원에 생활하는데, 아일랜드 출신 한 명, 영
국 출신 두 명이라고 답했다. 교종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는 우리의 삶
에 대해 열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후배 세대를 받
으려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이미 성소가 말라버린 상
태입니까? 성소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성소의 열매를 갈망하며 열
심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보게 해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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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각자는 자식들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하
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들이나
손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예수회에서 성인이 많이 나왔
습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가
는가? 여전히 밖에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기도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교종은 혹시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마이클 빙엄 신부가 일어나 말했
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성하께서 보여주시는 연대의 모범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소자들과의 연대가 그렇습니다.” 교종이 대답했다.

신부님이 아시는 수감자들에게 제 인사를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재
소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연민을 느낍니다.

브렌던 맥마너스 신부가 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질문했고, 교종이 대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대 사례를 고발해야 합니다. 성 학대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힘과 양심을 남용한 결과입니다. 힘을 남용하는 일이 실재합
니다. 우리 중에 권위적인 주교를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권위적인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는 성직주의입니다. 결단력 있게 권위를 지니고 파견하는 것이
때때로 권위주의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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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파견에 대한 순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다음 존 캘러넌 신부가 나서서 질문했다. “그런데 성하께서는 당신께 일어
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행복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은총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기도를 바치고 나서, 유
머감각을 청하는 성 토머스 모어의 기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유머감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유머감각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신부님은 우리가 콜벤바흐 신부님에게 노벨 유머상
을 드려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2) 콜벤바흐 신부님이 모든 것
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
서도 웃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제 유머감
각이 제대로 된 유머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두가 웃었다.)

유머감각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열매입니다.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한 가
지를 강조합니다. 곧 예수회원은 항상 위로를 추구해야만 하고, 위로받고
자 항상 애써야 합니다. 실망 속에 있을 때는 무미건조합니다. 위로는 성
령의 치유제입니다. 강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
은 위안은 내적인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2)

아돌포 니콜라스 신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예수회의 총장이었고, 피터한스 콜벤
바흐 신부는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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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속에 살지 않는 예수회원은 영적 실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설리번 신부가 일어나서 말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
하를 이곳 밀타운에서 1980년대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종은 그의 이름을 물
었고 그를 기억해냈다. 또한 그가 아는 또 다른 예수회원의 이름도 떠올렸다. 오
설리번 신부는 학대 사건의 책임에 대하여 질문했다. 교종은 당연히 책임을 지되
지역 교회의 체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을 시작했다. 그런데 교종의
일정 담당자가 들어와서 모임을 마무리해줄 것을 교종에게 요청했다. 일정이 지
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로 예수회원인 조지 팰런 수사가 모두를 대표하여 교종에게 병자를 위한
봉성체용 성합을 선물하면서 “이번 방문 동안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성
하께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안타깝게도, 보통 행해지는 단체사
진 촬영이나 한 명씩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갖지 못했다. 교종은 다 함께 성모송
을 바치자고 청하였고, 모두 일어나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퇴장하기 전에 프
란치스코 교종은 휠체어에 앉아 앞줄에 있던 원로 예수회원들과 나누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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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삶과 사명에서 공동합의성
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 카를로스 갈리✽✽
최현순 데레사 옮김 (교의신학박사. 서강대학교 교수)

40년 전, 예수회 사제 아리즈 뢰스트 크롤리우스Arij Roest Crollius 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토착화에 있어 무엇이 그렇게 새로운가?”1) 그의 성
찰은 토착화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노선에 있는 신학적 및 사목적 언어체계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에서 그리고 국제신학위원회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SI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헌

에서2) ‘공동합의성’sinodalit 이라는 용어가 받고 있는 자극 앞에 그와 유

✽

La Civilt Cattolica , 4039 IV (6/20 ottobre 2018), 55-70.

✽✽ Antonio Spadaro S.J. - Carlos Galli
1)

참조: Arij Roest Crollius, “What is so new about inculturation? A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Gregorianum , 59 (1978), 721-738.

2)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sinodalit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 (2 marzo 2018),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
documents/rc_cti_20180302_sinodalita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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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황령Costituzione Apostolica 「주교들의 친
교」Episcopalis communio 도 최근 발표되었다. 우리는 지속적 의미를 가진 어
떤 밀도 있는 새로운 개념 앞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지나가버릴 유
행을 반영하는 소리에 불과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을 통
하여 우리는 국제신학위원회가 발표한 공동합의성에 대한 문헌에 주목
하고 그 주제에 어떤 새로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질문: 구성적 새로움인가 혹은 지나가는 유행인가?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3천년기 교회에 기대하시는 길입
니다.”3)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5년 10월 17일, 바오로 6세에 의해 제정된
주교대의원회의 5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교종의 이
발언은 사목적 회심과 선교적 파견을 통한 교회 개혁으로 초대하려는 계
획을 염두에 둔 선언이다.
이 담화에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
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이미 ‘시노드’Sinodo 라는 말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든 것이 시노드 그리고 공동합의
성의 개념들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은가? 하느님의 뜻이 ‘복음’Vangelo , ‘하
느님 나라’Regno di Dio , ‘사랑’amore , ‘생명’vita , ‘친교’comunione , ‘거룩함’santit ,

3)

Francesco, Commemorazione del 50° anniversario dell’istituzione del Sinodo
dei Vescovi , (17 ottobre 2015), no 9.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
speeches/2015/october/documents/papa-francesco_20151017_50-anniversariosinod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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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missione 와 같은 성경적 언어에 표현되어 있다면, 이 단어들과 시노
드 그리고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게다가 프
란치스코 교종은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구성적 차원’dimensione costitutiva
della Chiesa 이라고

선언했다. 그런 신조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신비를 표현하는가? 공동합의적 교회란 무엇인가? 시노
드는 공동합의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신학, 사목, 영성에 있어서 그
새로움은 무엇인가? 젊은이들을 주제로 다룬 것과 같은 주교 시노드 모
임에 대해 ‘공동합의적 교회’Chiesa sinodale 를 말하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
는가?4)
공동합의성에 관한 국제신학위원회의 문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가 실행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총회에
서 승인되어 위원장이며 신앙교리성 장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에
게 제출되었으며, 2018년 3월 2일 교종의 호의적 의견을 들은 후 추기경
이 발행을 인준했다. 이 교회론 문헌은 성경주석, 교회사, 조직신학, 사목
신학, 교회법, 영성신학, 전례학, 교회일치 및 사회 교리의 내용들로 뒷받
침되고 있다.

문헌의 목적과 구조

이 문헌은 공동합의성의 의미를 가톨릭교회론적 전망 안에서 심화하

4)

참조: Lorenzo Baldisseri, ed., Il Sinodo dei Vescovi al servizio di una Chiesa
sinodale. A cinquant’anni dall’“Apostolica Sollicitudo” , (Citt del Vaticano: Libr. Ed.
Vatican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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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루었다. 교황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그
리고 영어로 발행되었고, 121개의 문단과 170개의 각주로 이루어졌으며
긴 서문, 네 개의 장, 짤막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현재 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성의 시대kairos 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기술하고 몇 가지 기본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SIN 1-10) 제1
장은 성경, 성전, 그리고 교회의 2천년 역사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자료들
가운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받아들이고 전한 하느님 계시의 역사적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합의적 모습’figura sinodale 을 밝힌다.(SIN 1141)

제2장은 신학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공동합의성 신학’una teologia della sinodalit 을 간단하게 전개한다.
세상 안에서 순례하고 선교하는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신비, 특히 하나
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특징을 고려하며 교회의 공동합의
적 삶을 설명한다.(SIN 42-70) 이러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사목적, 영성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제3장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소명의 틀 안에서 공동합의성의
주체, 구조, 과정 및 공동합의적 사건들을 고려하면서 공동합의성이 다양
한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la concreta messa in atto 다룬
다. 공동합의성은 교구에서 시작하여 지역 내 교구들 간의 친교로 나아
가고, 보편교회 전체에서 절정을 이룬다. 동방과 서방교회의 구조와 전통
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한다.(SIN 71-102)
제4장은 쇄신된 공동합의성을 향한 ‘영적 및 사목적 회심’la convers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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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uale e pastorale 의

기본 노선을 제공하고, 친교의 영성 및 경청, 대화, 공

동합의적 식별을 통한 그 영성의 실현을 분석하며, 교회일치적 여정과
사회적 봉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강조한다.(SIN 103-119)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신학적 언어의 쇄신이
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사용된 신학적, 교회법적, 사목적 저술에서 형용사
‘시노드적’synodale 과 연관된 명사 ‘공동합의성’synodalit 이 새로운 용어로
서 윤곽이 드러났음을 볼 수 있다. 두 단어 모두 ‘시노드’synodo 에서 파생
되었다. 그리하여 공동합의성을 교회의 ‘구성적 차원’dimensione costitutiva
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즉 ‘공동합의적 교회’Chiesa sinodale 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이 언어의 새로움 때문에 신학적 정립에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한
편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여 그때부터 지금까
지 지역교회들과 보편교회가 겪은 체험에 이르는 교회의 인식 안에서 무
언가 성숙해왔음을 이 언어의 새로움을 통해 볼 수 있다. 비록 ‘공동합의
성’synodalit 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안에 명
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공동합의성의 문제가 공의회로부터 약속된
쇄신 작업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SIN 5-6 참조)

그리스도론적 열쇠와 교회적 체험

문헌은 그리스도론적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열쇠로 공동합의성을 이
해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분, 나
그네 생활을 하며 복음을 선포했던(루카 9,11 참조) “예수님을 바라본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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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사도 9,2)의 공동체이다. 예수

브 12,2)

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길이요,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바로 ‘그 길’(요
한 14,6)이다.

그리스도는, 나그네이며, 길이자, 도달해야할 목적지인 우리

의 고국으로서 ‘최고의 길’(1코린 12,31ㄴ)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시노드는 교회를 칭하는 이름’synodo nome che sta per
Chiesa

이라고 하며,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이라고 선언했다.

‘시노드’Sinodo 는 희랍어로서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쉰syn 과 ‘길, 여정’
을 뜻하는 명사 호도스hodos 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
아래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 다양한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협동하며
공동선을 위해 다양한 은사와 직무를 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
한다.5)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범적 특징은(사도 15,4-29 참조) 그리스도교의 기원
에서부터 존재했던 공동합의적 삶을 보여준다. 교회는 그리스도교를 유
대교화하려는 위기 앞에서, 곧 사목적이고 교의적인 측면의 결정적 도
전에 직면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동체적이며 사도적인 식별 방법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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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길’il cammino di Dio (참조: 루카 20,21)을 알리시고 그 방향을 따
라가시며(루카 9,51-19,28)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참조: 루카 4,14-15; 8,1;
9,57; 13,22; 19,11) 순례자이시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la via (참조: 요한 14,6)
로서 성령 안에서(참조: 요한 16,13) 사람들에게 진리, 그리고 하느님과 또한 형제들과의
친교라는 생명을 전해 주신다. 예수님의 새 계명의 기준에 따라 친교를 산다는 것은 역
사 안에서 새 계약의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이 받은 선물에 합당하게 걸어감을 뜻한
다.(참조: 요한 15,12-15) 당신 말씀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빵으로 길러주시는 부활하신 주
님의 인도로 길을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살아있는 표상을, 루카 복음서 저자
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그려 보인다.(참조: 루카 24,13-35)”(SI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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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사도 15,28) 이 결정적 모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교회와 함
께 사도들과 원로들’gli apostoli e gli anziani, con tutta la Chiesa 이 참여했다.(사도
15,4.6.22)

이 사건을 토대로 시노드적이며 공의회적인 전통이 세워졌다.6)

공동합의성은 교회를 여정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
에 의해 불려 모인 회중으로 그려낸다. 하느님 나라의 계획을 실현하고
민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camminare insieme 과정은 부활
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식별하기 위해
‘회중으로 모여 함께 있음’stare insieme in assemblea 을 내포한다. 회중으로
— 특히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열리는 보편공의회와 주교 대의원회의에
— 모인다는 것은 복음화에 봉사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 아래 식별하는
특별한 역사적 순간들이다. 이렇게 교회는 삶의 리듬을 따라가는 움직임
이자 휴식이요 여정이자 모임인 ‘공동합의성이며 시노드’sinodalit e sinodo
이다.
문헌은 결론의 한 단락에서 교종 프란치스코가 2017년 5월 22일 이탈
리아 주교회의 제70차 총회 개막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한다.7)

6)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Concilio apostolico di Gerusalemme
ammino 라고 불러온 회의에서 다루어진다.(참조: 사도 15장; 또한, 갈라 2,1-10) 여기에서 사

도 교회가 여정의 결정적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에 비추어 사명의 관점에서 자
신의 소명을 사는 공동합의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세기
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거행된 시노드들의 원형적 모습으로 해석될 것이다.(SIN 20)
7)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렇게 가르친다. 함께 걸어감은 교회의 ‘구성적 방식’la via
costitutiva 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실재를 해석하게 해주는 ‘암호’la cifra

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상처입은 이 시대에 생명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
la condizione 입니다. 공동합의적인 호흡과 발걸음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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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성체성사Eucaristia 로 형성된 신비이다. 성체성사적 회중은 여
타 회중의 샘이요, 중심이며, 정점이다.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과의 친교를 거행하며, 이 친교로 인해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역사 안에 현존한다.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으로부터 교회적 회
중들이 생겨나며, 이 회중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교리적, 전
례적, 교회법적 그리고 사목적 문제들을 식별하려고 한다. 회중들은 교구
차원, 관구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공동합의
적 실천들을 수행해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LG)은 삼위일체에 의
해 모인 교회적 백성들의 친교에서 공동합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
원리들을 제시한다.(LG 4 참조) 교회헌장 1장부터 3장이 배치된 순서는 교
도권과 신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다. ‘교회의 신비(1장), 하느님의 백성
(2장),

교계제도(3장)’의 순서는 구원의 삼위일체적 계획 안에서 교계제도,

곧 로마의 주교를 머리로 하는 주교단이 선교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공동합의성은 3장에서부터만 아니라 이미 앞의
두 개 장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리의 결정들을 고무하는 친교의 역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평 안에서만 우리는 참
으로 우리의 사목을 혁신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의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대해 감사하고, ‘담대’
parresia 하게 이 과정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하며 이 시대의 복잡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
다.”(SI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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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합의성은 주체의 조건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주체란 교회 전체
와 교회 안에 속한 모두에게 해당한다.8) 세례받은 모든 이는 여정의 동반
자이고, 거룩함과 선교의 소명에 있어서 능동적 주체이다. 모두가 그리스
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풍요로워졌기 때
문이다. 이 노선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공의회의 풍부한 표현을 보충하
여 교회를 항상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santo Popolo fedele di Dio 이라
고 부른다.(LG 12a 참조)9)
이 신학적 맥락에서 신조어 ‘공동합의성’sinodalit 은 단지 활동과정의
묘사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특별한 방식’
modus vivendi et operandi 을

표현하며, 그것은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면

서, 회중으로 함께 모이는, 그리고 복음화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친교를 드러내고 또 실현한다. 공동합의성은 그리
스도 안에 이미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의 충만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
안에서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표현하고 실현한다. 그러므로 ‘교회’Chiesa

8)

참조: Alphonse Borras, “Trois expressions de la synodalit depuis Vatican II”,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 90 (2014), 643-666.
9)

“공동합의성은 교회 전체와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이 주체임을 표현한다. 신앙인들은 σ
νoδοι 곧 여정의 동반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이들로서 그리
고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은사를 받는 이들로서 능동적 주체들
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공동합의적인 삶은 자유롭고 다양하면서도 친교로 결합된
주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를 증언한다. 이 교회는 공동체적인 단일 주체로서 역동
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와 기둥인 사도들을 기초로 하고 수없
이 많은 살아있는 돌이 모여 하나의 ‘영적 집’(1베드 2,5), ‘하느님 영의 거처’(에페 2,22)를
이룬다.”(SI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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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노드’Sinodo 를 위해 있는 이름이며 ‘시노드’Sinodo 는 ‘교회’Chiesa 를 위
해 있는 이름이다.
앞의 두 개의 장을 요약하면서 문헌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있는 다양
한 실재들을 고려하여 공동합의성의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한다.(SIN 70 참
조)

첫째는 생활하고 활동하는 일상적 방법을 특징짓는 ‘고유한 스타일’

stile peculiare 이다.

둘째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합의적 친교를 표현하는

‘구조’strutture 와 ‘과정들’processi 이다. 마지막으로 교구 시노드에서부터 보
편공의회까지에 이르는 ‘사건들 혹은 행동들’eventi o atti 의 시의적절한 실
현인데, 이러한 사건들 안에서 교회는 교구적, 지역적, 그리고 보편적 차
원에서 공동합의적으로 행동하도록 초대된다.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
터 2016년까지 3년 사이에 열린 두 번의 회합에서 교종 프란치스코가 진
작시켰던 참여와 협의 과정에 의해 그의 동일한 가르침이 뒷받침된다.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은 그러한 공동합의적sinodale 그리고 단체적
collegiale

실천이 성숙한 결과이다.

공동합의적 교회의 역전된 피라미드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극복한다. 사실 집단
이미지 안에 여전히 이 형상이 남아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역전된 피
라미드’una piramide rovesciata 이미지를 빌려 ‘공동합의적 교회’una Chiesa
sinodal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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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출신 교종에 의해 공고해졌다.10) 공동합의성의 신학은 공의회 사건
과 공의회의 교회론적 가르침에서 기원하고 그것과 동질성을 띠고 발전
한다. 공동합의성 신학은 교회헌장 18항의 논리를 따르면서 하느님 백성
(피라미드의 바닥, 꼭대기에 위치)에의
밑에 위치)의

겸손한 봉사로 교계제도(피라미드의 꼭짓점,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한 해석틀을 제공한다.

공동합의성은 두 개의 기둥에 의존한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신앙 감
각’sensus fidei — 국제신학위원회의 또 다른 문서의 주제이기도 했다11) —
과 로마 주교좌와의 친교 안에서 띠는 주교직의 성사적 단체성이 그것이
다. 공동합의성은 그리스도인 백성이 받은 은혜들, 주교직의 사명, 베드
로의 후계자가 수행하는 봉사를 설명하면서, “‘모든 이들’tutti , ‘몇몇 사람
들’alcuni , 그리고 ‘한 사람’uno 사이의 공동합의적 친교를 수행”하도록 초
대한다.
신자들의 예언직, 주교단의 식별, 베드로 직무가 수행하는 주재자의
역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은 교회를 풍요롭게 하며, 하느님 백성, 주
교직의 단체적 친교, 로마 주교의 ‘봉사적 수위권’primato diaconale 간의 공
동체적 차원을 연결하도록 돕는다. 비슷한 과정이 지역교회들 안에서 그

10)

참조: Ghislain Lafont, Petit essai sur le temps du pape Fran ois , (Paris: Cerf, 2017),
26; 131-197; 218-233; 251-260.

11)

참조: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Il “Sensus fidei” nella vita della Chiesa ,
(2014),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
cti_20140610_sensus-fidei_it.html 편집자 주: 우리말 번역은 다음을 참조할 것.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송용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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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교회들의 연합에서도 일어난다. 국제신학위원회는 몇몇이 받은 권
위와 모두가 수행하는 참여를 연결하는 공동합의적 사건들과 그 주체,
구조, 과정들을 분석한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참여적이며 공동책임적 형
태의 삶을 산다.’12)
공동합의성의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의 핵심인 친교 및
단체성의 개념과 구분되는 동시에 연결된다. 친교comunione 와 관련해서,
‘공동합의성’sinodalit 은 친교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료히 하는
데, 역사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
랑의 친교 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동합의성은 또한 단체성
collegialit

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말해주는데, 이 단체성의 개념

은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에 봉사하는 데에 있어 로마 주교와 맺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 주교단 일원으로서 띠는 주교 직무의 의미와 수행을 구체적
으로 표현한다.13) 국제신학위원회는 ‘공동합의적 역동성’dinamismo sinodale
이 각 교구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세례받은 ‘모든 이’tutti 의 참여
와 공동책임성이 ‘몇몇’alcuni 이 지닌 단체적 권위의 특별한 수행 및 ‘한 사
람’uno 이 행하는 주재 역할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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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의 공동합의적 차원은 모든 교회적 결정들을 감도하는 친교의 역동을 드러낼 수
있는 참여와 식별 절차들의 실천과 통치로 드러나야 한다. 공동합의적 삶은, 여러 단계
(준비, 거행, 수용)를 통하여 교회가 자신의 구성적 요소인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다양
한 차원들에 따라 소집되는 공동합의적 사건들에 이르는 제도적 구조들과 절차들로
표현된다.”(SIN 76)

13)

참조: Dario Vitali, Verso la sinodalit , [Magnago (Bi): Qiqajon, 2014]; Un Popolo in
cammino verso Dio , [Cinisello Balsamo (Mi): San Paol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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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에서의 공동합의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문헌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교구 시노드와 교구 회의는 ‘통치 행위인 동시에 친교의 사건’이므로, 하느님
백성의 교회적 공동책임 의식을 새롭게 하고 심화하며, “‘모든 사람’, ‘몇몇 사
람’, ‘한 사람’의 논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부름받는다. ‘모든 사람’tutti 의 참여는 시노드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물음으로
써 실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개별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표현인 모든
목소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직무상으로, 선출에 의하여, 또는 주교의 임명으
로 회의와 시노드에 참여하는 이들은 ‘교구 시노드’Sinodo diocesano 또는 교
구 회의 거행의 임무를 맡은 ‘몇몇 사람’alcuni 이다. 집합체로서의 시노드 참여
자들은 개별 교회에 관한 유의미하면서도 균형 잡힌 표상을 제시해야 하며,
소명과 직무와 은사와 능력과 사회 계층과 지리적 연원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개별 교회의 시노드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양떼의
목자인 주교는 그에게 고유한 권위, 곧 일치와 지도의 직무를 행사하도록 부
름받는다.(SIN 79)

공동합의적인 모든 구조와 과정에 남녀 평신도들이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14)

14)

“이러한 전망 안에서, 평신도 신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들은 하느님 백성의 절대
다수이다.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명, 대중 신심, 그리고 사목 전반의 다양한 표현에 대
한 그들의 참여와, 문화와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고유한 능
력에서 배울 점이 많다.”(SIN 73)

49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 공동합의성

공동합의적 여정: 회심의 길, 선교적 개혁의 길

1965년 칼 라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공동합의적이며 단
체적인 원리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15) 프란치스코 교종과 함께 우리
는 공의회 수용 그리고 교회 개혁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교종에 따
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문화에 비추어 복음을 새로이 읽게 했
고 되돌릴 수 없는 쇄신의 과정을 시작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LS)에
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EG)에 관해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
게 지속적인 선교 쇄신을 촉구하고자’ 썼다고 말했다.(LS 3) 개혁은 하느
님 백성 전체의 그리고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모두의 공동합의적이고 선
교적인 회심이다.
프란치스코 교종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변두리로부터 촉진된 사목
적 회심의 공동합의적 역동은 선교적 개혁에 기여했다.16) 이 지역교회는
1968년 바오로 6세가 시작한 메델린 주교회의부터 푸에블라 회의(1979)와
산토도밍고 회의(1992)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역화한 방식으로 수
용했다. 50년 전 메델린 주교회의는 교회의 라틴아메리카적 얼굴, 복음
의 예언자적 차원, 가난한 이를 위한 과제, 파스카 신앙의 기쁨을 보여주
었다. 2007년, 아파라시다에서 개최된 제5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주교회의에서 베르골료 추기경은 문헌 편집 위원회를 주재하였고 단체

15)
16)

참조: Karl Rahner, Das Konzil. Ein neuer Beginn , (Freiburg i. : Br., Herder, 1965), 13; 6;
15; 20s.
참조: Carlos M. Galli, “Synodalit t in der Kirche Lateinamerikas”, Theologische

Quartalschrift , 196 (2016),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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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최초의 남반구 출신 교황인 그는
자신의 공동합의적 체험을 온 세상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와 공유한다.17)
“많은 개혁은 변두리로부터 온다.”18)고 했던 1950년 이브 콩가르의 말을
확인한 셈이다.
교회의 개혁에는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 관여할 수 있는 ‘공동합의
적 실천의 쇄신을 증진하기 위한 전진’이 요청된다. 단순한 제도 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위원회는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목적 차원에서
든,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는 요청들을
더욱 존중하는 공동합의적 실천들과 삶의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
엇보다 회심의 과정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의 선물에 유연해지는 것
에 대해 말한다. 바오로 6세는 대화하는 교회를 장려했고, 요한 바오로 2
세는 교회가 친교의 집이자 학교가 되도록 요청했다. 오늘날 교종 프란
치스코는 ‘식별과 정화와 개혁’discernimento, purificazione e riforma 의 ‘과정으
로 들어서기를 권고’entrare in processi 한다.(EG 30) 모든 교회적 공동체와 기
구들은 이 공동합의적 개혁의 길을 발전시키도록 초대된다.19)

17)

참조: Diego Fares, “A 10 anni da Aparecida. Alle fonti del pontificato di Francesco”,

Civilt Cattolica , 4006, (2017, II) 338-352.
18)

참조: Yves Congar, Vraie et fausse r forme dans l’ glise , (Paris: Cerf, 1950), 277.

19)

“‘교회의 모든 쇄신은 본질적으로 교회 소명에 대한 충실성의 증대에 있다.’(일치 운동
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6)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회심으
로 부름받으며, 그 회심은 또한 늘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태도
와 관습과 구조의 쇄신을 포함하는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쇄신’la conversione spirituale e
pastorale 이기도 하다.(참조 EG 25-33; Aparecida 365-372) 공동합의적 의식에 의하여 형성
된 교회적 사고방식은,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제자이며 선교사로서의 자격과 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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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합의성의 신학과 신비주의와 실천에서 핵심은 경청하고, 대화하
며, 공동 식별하는 태도와 과정에 있다. 문헌 4장의 핵심 부분 제목은 ‘공
동 식별을 위한 경청과 대화’L’ascolto il dialogo per il discernimento comunitrio 이
다.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별은 공동합의의 과정과 그 사건의 핵심이다.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에서는
항상 그러하였다. 친교의 교회론과 거기에서 나오는 고유한 영성과 실천은,
사명 안에 하느님 백성 전체를 참여시키면서 ‘오늘날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 개인 식별뿐 아니라 공동 식별의 원리와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을 필요하
게’ 한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시대의 표징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함으로
써,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었고 역사의 모든 때kairos 에 실현
되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길을 찾아내고 걸
어가야 한다. 공동 식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 안
에서 들려주시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한다.(SIN 113)

받게 되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촉진한다. 그에 따르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위한
사목적 회심의 도전은, 언제나 ‘평신도를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
(EG 102)의 유혹을 피하고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화하지 않
으면서 각자의 선물과 역할에서 출발하여 복음화를 위한 증언에서 모든 이들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SIN 104) 참조: Carlos M. Galli, “Una reforma de la Iglesia
seg n el Papa Francisco”, in La reforma y las reformas en la Iglesia , eds., Antonio
Spadaro - Carlos M. Galli, (Santander: Sal Terrae, 2016), 51-77; Carlos M. Galli, “Una
Facultad m s sinodal y una teolog a m s prof tica. La Teolog a y la Facultad en una
‘Ecclesia semper reformanda’”, Teolog a , 123, (2017) 9-43; Id., La mariolog a del Papa
Francisco. Cristo, Mar a, la Iglesia y los pueblos , (Buenos Aires: Agape, 2018), 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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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합의성에 대한 교회일치적 성찰과 사회적 성찰

공동합의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가시적인 일치에 도달
하기 위한 교회들 및 교회적 공동체들과의 교회일치적 여정도 밝혀준다.
국제신학위원회는 키에티 문헌Documento di Chieti (2016)을 언급한다. 이 문
헌은 가톨릭교회가 동방교회들의 공동합의적 체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음을 강조한 교황의 가르침(EG 246 참조)과 노선을 같이하며, 가톨릭교
회와 정교회가 신학적 대화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한 노력
의 결과이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문헌 「교회, 공통의 비
전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2013)도 인용한다.20)
또한, 공동합의성은 우리 시대 글로벌 사회의 맥락에서 수행해야 할
교회적 증거도 밝혀준다. 인류 가족이 대면해야 하는 치명적 도전들은
만남의 문화를 요청하고 더욱이 대화, 봉사, 협력의 태도를 양성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국가적 또는 국제적 공동선에 투신할 관심과 확신이
부족한 현실 앞에서 공동책임적이며 연대적인 참여를 다시 만들기 위한
과정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화적 개혁의 길을 걸음으로써
공동합의성의 ‘사회적 봉사’diaconia sociale 를 이끌어내고 정의, 평화, 공통
의 집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일치 대화가 공동합의성을 교회의 본성을 계시하는 차원의 하나
이며 다양한 표현을 지닌 교회 단일성의 구성적 요소임을 인정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쁘게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각 지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 사이에 고유한 공동합의적 구조들과 과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들
안에서 실현되는 ‘친교’koinonia 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의견 일치이다.”(SIN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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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공동합의적인 신학을 위하여

회심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교회는 항상 모범과 증거의 논
리를 따라야 한다. 문헌은 신학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합의성도
다룬다. 공동합의적 삶에는 하느님 말씀과 신학적 대화, 그리고 새 복음
화에 봉사하기 위하여 신앙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도전이 포함되어 있
다. 1967년 주교대의원회의의 제안을 발전시켜 1969년 바오로 6세가 설
립한 국제신학위원회가 걸어온 지난 반세기가 이를 증언한다.
이 문헌은 신학위원회에서 이전에 낸 문헌을 인용한다. “모든 그리스
도인의 소명들이 그렇듯이 신학자의 직무도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
이고 단체적이다.”21)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
동합의성은 신학자들이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식별하고 많고도 다양
한 요구와 기여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촉진하며 공동합의적인 형태로 신
학을 하도록 요구한다.”(SIN 75)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어 공동합의성
의 신학을 생각하게 하시고, 공동합의적으로 신학을 할 새로운 길을 상
상하게 하신다.
공동합의적 대화를 언급하면서 문헌은 우리 모두가 취하도록 초대받

21)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teologia oggi: prospettive, princ pi e
criteri , (8 marzo 2012).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
documents/rc_cti_doc_20111129_teologia-oggi_it.html 편집자 주: 우리말 번역은 다음
을 참조할 것.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20
10&page=1&Cat=A&key=Title&kword=%BF%C0%B4%C3%C0%C7 또는 http://www.
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ti_doc_20111129_
teologia-oggi_ko.html

54

안토니오 스파다로

은 태도를 명시한다.

공동합의적 대화는 말할 때나 들을 때에나 용기를 내포한다. 이는 말하는 사
람이 다른 이들을 이기려고 하거나 무딘 논거들로 그들의 주장을 물리치려
하는 토론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성령께서 공동체 식별에 유
용한 것으로 알려주신다고 느껴지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
람들의 견해 중에서 같은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하여’(1코린 12,7 참조)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수용하도록 열려있는 것이다.(SIN 111)

문헌은 ‘일치가 갈등보다 우월하다’는 원리가 대화를 실행하고 의견
과 체험의 다양성을 다룰 때 유효하다고 하면서 공동합의적 대화에서 취
할 이 태도를 강조한다. 사실 대화는 항상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베네딕토 16세가 강조하듯이, “대화dialogos 를 창조
하고 그럼으로써 소통과 친교를 창조하는 것은 말logos 이다.”(SIN 111)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은 경청, 자문, 대화, 식별, 환대,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쇄신하도록 이끈다. 공동
합의성은 모든 신자들, 주교들, 로마 주교가 받은 은혜들을 조화롭게 연
결하는 새로운 방법의 근간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합의적 구
조, 과정, 절차의 쇄신을 요청한다. 특별히 ‘주교대의원회의’라는 단체적
기구가 더욱 공동합의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표현하고 또 그런 교회에
활기를 넣을 수 있도록 이 기구에 관한 교리, 규범, 실천을 쇄신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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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22)
이와 노선을 같이하여 2018년 9월 18일 교종 프란치스코는 주교대의
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를 발표했다. 이 교황령으로써 ‘구
성적으로 공동합의적인 교회’Chiesa costitutivamente sinodale 가 걷는 여정의
모든 단계가 규범이 된다. 이 교회의 여정은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들음
으로써 시작하고’inizia ascoltando il Popolo di Dio ,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앞
으로 나아가며’prosegue ascoltando i pastori ,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박사’
Pastore e Dottore di tutti i cristiani 로

불리도록 초대된 로마 주교의 소리를 들음

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2014년과 2015년 가족을 주제로 한 주교대의원회의의 경험이 결정
적이었다. 이 시노드에서 발전한 공동합의적 실천이 이제 안정적 형태
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공동합의적 과정의 각 단계를 규정하는 원리들
이 정착되었는데, 바로 하느님의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서로 경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e tutti in ascolto dello
Spirito Santo 이다.

그리고 경청, 결정, 실행이라는 세 단계의 전개 방식을 따

름으로써, 시노드는 교구 신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얻은 자문의 참된 결
과가 될 것이 틀림없으며 실행 단계에서의 동반도 미리 기획하게 될 것
이다.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

22)

참조: Lorenzo Baldisseri. ed., Il Sinodo dei Vescovi al servizio di una Chiesa sinodale.
A cinquant’anni dall’Apostolica Sollicitudo , (Citt del Vaticano: Libr. Ed. Vaticana,
2016).

56

안토니오 스파다로

다.23) “주교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듣는 점점 더 탁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주교적 기관의 모습
을 보이겠지만’, ‘나머지 신자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하느
님 백성 전체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도구이다.” 이 때문에
시노드 준비에서 “모든 교구들의 자문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문 단계에서 주교들은 사제들, 부제들, 그리고 교구의 평신도들에
게 시노드에서 다룰 문제들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교구의 참여조직들,
특히 사제단, 사목평의회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기구들로부
터 공동합의적 교회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신자들의 이러한 자문에 이어, 시노드 거행 동안 ‘목자들의 식별’
discernimento da parte dei pastori 이

따르는데, 이들은 ‘인간적 논리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공동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의를 추
구하면서’ 일치를 이룬다. 이들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에 주목하는
데 이들은 여론의 종종 변화무쌍한 흐름들로부터 신앙 감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하느님에 의해 당신 양떼의 목자로 세워진
서품된 직무자들 각각이 세례 받은 이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든’, 주교들과 교종 사이에든 ‘하나의 심오한 친

23)

편집자 주: 교황령Costituzione Apostolica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에 관한 우
리말 번역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cbck.or.kr/bbs/bbs_
read.asp?board_id=k1200&bid=13013832 (접속일: 20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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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종은 “주교들 가운데 주
교이며, 동시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로마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고 모든 교회들을 사랑 안에서 주재한다.”
교황령에서는 공의회에 비해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실 교회 안에서 주체들과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했다면
교황령은 그 지침들을 교회적 실천 안에서 적용하고 해석해 낸다.
또 다른 중요한 새로운 점은, 회합이 최종 문헌을 승인한 후
격을 갖는 회합의 통상적 방식으로)
회합인 경우)

그것을 승인할지, 아니면

(자문적 성

(결정권이 있는 특별한

인준하고 반포할지를 교종이 결정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최

종 문헌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니는 교도권에 속하게 된다. 즉 특별한
교도적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결정권을 가진 시노드인 경우에 교종이
인준한 문헌이 보편공의회와 유비적으로 시노드에 참여한 모든 교부들
의 서명과 함께 출판된다는 점이 의미 있다.

교황령을 발표할 때 로렌초 발디세리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2013년, 교종 프란치스코는 성좌에 선출되고 몇 달 뒤 진행된 이탈리아
『치빌타 카롤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시노드
방법론을 바꿀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노드는 정적으로 보입니다.”24) 새 교
황령의 목적 중 하나는 시노드를 보다 ‘역동적’dinamico 으로 만들어 이 때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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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회의 삶에서 더욱 적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가 촉진한 제도적 개혁은 주교 시노드를 더욱 공동
합의적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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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지혜』:
중요한 삶의 주제에 대한 교종 프란치스코와의 대화
«LA SAGGEZZA DEL TEMPO»
Papa Francesco in dialogo sui grandi temi della vita✽

디에고 파레스 S.J.✽✽
오경택 안셀모 옮김 (춘천교구 퇴계본당 주임신부)

나는 필리핀 방문을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
치스코 할아버지!”라는 뜻의 “롤로 키코!”를 연호하며 나를 환영했습니다. 그
들은 정말 롤로 키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들
이 나를 할아버지 대하듯이 아주 가깝게 느끼는 것을 보면서요.

교종의 이 말로 첫머리를 시작하는 책 『세월의 지혜』La saggezza del
tempo 는

이미 여러 언어로 출판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마르실리오 출판

사에서 간행되었다.1) 이 책은 이탈리아 『치빌타 카톨리카』 편집장 안토
니오 스파다로 신부가 편집했다. 그가 전 세계 90여 명의 노인들의 증언

✽

La Civilt Cattolica , 4044 III (15 dicembre 2018/5 gen 2019), 607-611.

✽✽ Diego Fares S.J.
1)

Antonio Spadaro, ed., La saggezza del tempo. In dialogo con Papa Francesco sulle
grandi quesstioni della vita , (Venezia: Marisilio, 2018). 본문 괄호에 넣은 페이지 번호
는 이 이탈리아어판의 페이지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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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았고, 교종은 노동, 투쟁, 사랑, 죽음, 희망이라는 삶의 중요한 문제
들을 마주하면서 대화에 참여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한 개괄적 성찰들과 서문을 이 대화에 엮어 넣는다. 서문은 젊은이들
과 노인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교종의 생각을 간추려 쓴 것이다.

고요하지만 생생한 대화

프란치스코는 세대 간 대화를 그의 교황직의 근본 주제로 삼았다.2)
이에 대한 첫 언급은 교종으로 선출된 직후인 2013년 3월 15일 추기경들
에게 행해졌다. 그 자리에서 교종은 “노년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
습니다만, 삶의 지혜가 놓인 자리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삶을 걸어온 지혜
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의 지혜』의 기본 발상은 5대륙에 걸쳐 노인들에게서 250여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는 각각 고유한 지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사회정치적 상황들이 저마다 다르고 이것들은 삶이
전개되는 데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 모음집
이 풍성하고 다양한 이유는 바로 세계 각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증언들도 담겼지만, 부부의 이야기도 있고, 더

2)

세대 간 대화는 베르골료가 예수회 관구장으로 있을 때도 깊은 관심을 가진 주제였
다. 1976년 영신수련 중, 장상들에게 한 강론에서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에서 펼쳐지
는 신비’를 이야기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은 지혜를 드러내고 젊은이의 서투른 성
급함은 영적 유산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포용합니다.” Jorge M. Bergoglio – Papa
Francesco, Nel cuore di ogni padre. Alle radici della mia spiritualit , (Milano: Rizzoli,
2014), 26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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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제나 수도자들의 증언도 담겨 있다. 각각의 체험은 간략하고도
본질적인 성찰 요점을 제시한다. 커다란 사진들이 실린 것도 이 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서 그들이 들려주는 각 이야기에 구체적인 얼굴을
보태준다.
이 기획은 시카고에 소재한 로욜라 프레스 출판사가 주관하고 언바
운드와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언바운드는 세계 18개국에서 30만 명
이 넘는 노인 및 아동들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그들이 맺고
있는 노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가, 사진작가, 번역가,
편집자들로 구성된 연대의 관계망을 동원하여 이 기획에 관대하게 기여
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기는 불가능했다.
2017년 7월 28일, 스파다로 신부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배낭을 짊어지
고 산타마르타의 집을 찾아 교종을 만났다. 만남은 이틀 뒤까지 이어졌
다. 스파다로가 큰 소리로 증언들을 읽는 동안 교종은 사진을 응시했다.
고요한 가운데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조부모
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특히 할머니 로사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다. “할머
니는 정서적 박탈감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언제나 높은 곳에 시선을 뒀
습니다. 단순한 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충고도 적었
고요. 하지만 성찰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종이 노
인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높은 곳에 두는 시선’sguardo in alto
이다.
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은퇴를 앞둔 저널리스트 톰 맥그래스Tom
McGr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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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저널리스트 로즈메리 레인Rosmary Lane 이 이
기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총괄 역할로 합류했다.

꿈과 비전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요엘 예언서(3,1)에
나오는 표현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기도 중에 이 구절에서 깊은 감명
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연설과 강론에서 이 구절을 거듭 언급했다. 어떤
의미에서 『세월의 지혜』는 이 성경 말씀을 심화하라는 교종의 요청에 대
한 응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종은 꿈을 들려줄 수 있는 노인들의 모
범과 증언 덕분에 젊은 세대가 ‘비전을 가질’avere visioni 수 있다고 여긴다.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꿈이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것, 즉 경험을 지닌
이들의 것이다. 교종에게 꿈은 초자연적 유토피아주의의 관념과 맞닿아
있지 않고, 오히려 살아낸 삶의 결실이다. 하지만 꿈은 앞을 내다볼 수 있
거나 그럴 기력이 있는 이들과 만날 때에야 성장한다.
또 한편으로 교종은 젊은 세대가 ‘비전’visione 다시 말해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전망의 세대라고 생각하며, 연장자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
다. 젊은이는 세월의 지혜와 대화할 때 비로소 미래를 볼 수 있으며, 그
지혜는 연장자만이 젊은이에게 전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의 서문에서 교
종은 단언한다.

미래를 향해 걷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그 도전들을 살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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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
니다. 바로 젊은이와 노인이 새롭게 포옹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p.11)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교종 프란치스코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 사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자기 경험들을 나누고, 자기 이야기
들을 들려주고, 자기 삶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
리가 그분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림으로써 그분들이 가진 지혜의 보물을 잃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취약함이 빚어내는 두려움을 피하길 원합
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느끼고,
버림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노인들의 고통을 증가시킵니다.(p.9)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여기서 ‘버림의 문화’
cultura dello scarto

가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종 프란치스코는, 노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와 존중과 환대
의 시민 감각’senso civile di gratitudine, di apprezzamento, di ospitalit 이 일깨워지
기를 요청했다. 감각이 ‘시민적’civile 이다. 이 감각이 함양되지 않으면 시
민적 삶이 영향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 정말로 그렇다. 세대를 연결하는
굳건한 교량이 없으면 역사가 단절되고, 본보기, 공유할 가치, 더 나아가
앞서 저지른 과오에 대한 증언(책에도 이러한 과오들이 언급된다)이 상실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노인을 ‘기억의 지킴이들’memori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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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a storia

이라고 정의한다.(p.10)

앙상블을 이룬 책

이렇듯, 교종 프란치스코는 우리보다 먼저 삶을 경험한 이들의 격렬
하고 용감한 증언을 듣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또 한편으로
미래에 희망을 전하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를 보듬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책은 앙상블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 안에서 많은 이의 인
생사가, 그 자신 역시 노인임을 드러내는 교종의 단순하면서도 환대하는
말씀을 만난다. 교종은 그에게 전해진 이야기들에 깊은 공감을 형성하면
서 자신의 체험을 관대하게 나누는데 거기에 기쁨과 슬픔, 상처와 변화
를 겪어온 수많은 조부모들, 부모들, 어른들의 경험도 섞는다. 사는 동안
우리 각자가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이다.
증언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커다란 주제들이 부각되었다. 우리를 세
상, 사람들, 땅, 그리고 우리 자신 외의 모든 것과 함께 ‘이야기’parlare 하
도록 이끄는 노동의 가치.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는 일의 중요
함. 삶이란 모든 장면을 이미 써 놓은 영화 각본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야
하는 모험이라는 사실. 역사에 쓸려가는 것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 ‘투쟁’lotta 으로서의 기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 죽음과 애도
를 직면하는 경험. 살아왔다는 것의 의미. 하느님의 아이러니. 그리고 신
앙. 이 신앙은 “천국에 가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
원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롭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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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주고자 하시는 것뿐입니다.”(p.171)

시노드 중에 열린 출판기념회

이 책은 10월 23일 로마에 있는 교부학 전문 아우구스티누스 대학원
에서 교종 프란치스코가 함께한 가운데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만나는 자
리에서 공식 소개되었다.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에 관한 제15차 주교대
의원회의(2018년 10월 3-28일) 중에 이뤄진 특별한 행사였다.3) 시노드 교부들
도 여럿 함께한 이 만남에서 교종은 콜롬비아, 이탈리아, 몰타, 미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즉석에서 대답했다. 그러면서 자
신의 개인적 경험, 기억, 성경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삶의 수많은
구체적 예를 들었다.4) 이날 질문하던 노인들 가운데 영화감독 마틴 스코
세이지Martin Scorsese 도 있었는데, 그의 증언 역시 책에 담겼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세월의 지혜』에서 펼친 논거들을 다시 거론하면
서, 증오를 심으며 생겨나는 대중주의, 버림의 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위
선적 시장 경제, 그리고 유럽 바다를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는 이민자들
면전에서 닫혀버린 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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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 「청년들이 일깨운 교회의 공동합의성」, 『치빌타 카톨리카』한국어판, 9권(2019,
봄), 41-47; 안토니오 스파다로 S.J.,「미래에 참여하는 교회: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에
관한 주교 시노드」, 『치빌타 카톨리카』한국어판, 9권(2019, 봄), 130-151.)

4)

이 만남의 전체 내용은 바티칸 공보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press.vatican.va/
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18/10/23/0779/01682.html

디에고 파레스

있다고 언급했다.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교종은 믿음도 우선 가정에서 그
리고 조부모들이 겪은 역사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안에서 전해짐을 기억
했다. 교종은 지난 세기 독재정권을 떠올렸다. 그때는 조부모들이 은밀히
손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세례를 줬다. 한편, 교종은 젊은 수도승이
한 노인을 등에 업고 그의 꿈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보세 수
도원의 이콘 ‘거룩한 친교’Santa Comunione 의 이미지가 반영되기를 원했다.
교종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물은 소
녀에게 답하면서, 노인들이 받아들여질 때 뿌리를 되찾게 되며, 만일 뿌
리가 잘리면 나무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송로버섯이 적절한 본보기가 된다. 이 버섯은 뿌리 가까이에서
자라고 모든 것을 흡수하여 귀중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
은이들이 ‘부유’liquidi 하고 있는데, 그들 탓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에서, 역
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의 지혜』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은 삶의 모험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며 우리가
이루려는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은 노인
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그들 역시 삶의 이 시기에 자신들을 ‘새롭게 만
들’inventarsi 필요가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종은 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령화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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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 프란치스코와 이냐시오 영성
Papa Francesco e la spiritualit Ignaziana✽

잔도메니코 무치 S.J.✽✽
이진현 라파엘 S.J. 옮김

2013년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하고 7월 28일 저녁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돌아오는 기내에서 교종은 수행 기자단의 여러 질문에 답변했다. 한 프
랑스 기자는 ‘교종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회원이라고 느껴지
는지’ 물었다. 교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 가슴에 지닌 영신수련의 영성
안에서 예수회원임을 느끼고 있습니다.”1) 또 교종은 언젠가 이탈리아 언
론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리Eugenio Scalfari 와의 대담에서, 예수회 설립자 이
냐시오 성인을 신비가라고 이야기했다. 신비가들이 교회에서 중요한지
묻는 대담자에게 교종은 ‘핵심적’fondamentali 이라고 답하며 ‘신비가들이
없는 종교는 철학에 불과’una religione senza mistici una filosofia 하기 때문이
라고 했다. 신비가란 ‘자신의 행위, 사실, 목표는 물론 선교 사목 직분까지
비울 수 있는 사람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과 일치를 이루기까지

✽

La Civilt Cattolica , 3921 IV (2 novembre 2013), 284-288.

✽✽ Giandomenico Mucci S.J.
1)

70

참조: L’Osservatore Romano , (2013. 7. 3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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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양하는’ 사람이다.2)
교종은 청년기와 초기 장년기 대부분을 예수회에서 보내고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냐시오 영성의 제자로 여길
것이다. 그의 강론이 이냐시오 영성의 중요한 주제들을 반영하는 것 역
시 당연하다. 교종의 성향과 강론에는 부차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
이 있는데 그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본지 편집장 스파다로 신부와의 대담에서 교종은 이냐시오 성인을
침묵과 속죄로 살아가는 고행자가 아니라 신비가로 묘사했다. 말한 사람
의 경험과 권위의 무게가 담긴 이 판단은 예수회 설립자의 면모 및 활동
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분명히 상반된다. 문학, 회화, 논쟁에서는 대개 성
이냐시오를 가톨릭교회가 종교개혁에 대응하던 16세기의 음울한 고행자
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역사상 예수회의 역할과 그 후 계몽주의가 부여
한 관련 해석이 이런 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변형된 성 이냐시오의 이미지는 예수회 안에서도
퍼졌다. 이런 오해는 설립자가 직접 쓴 신비주의적 저술들이 정작 예수
회 안에서 뒤늦게 알려졌다는 사실로 일부 설명된다. 이냐시오 자서전은
1731년에 라틴어로 처음 나왔고, 1904년에서야 첫 인쇄본이 나왔다. 성인
의 영적 일기는 1892년에 처음으로 일부 출판되었고, 전체는 1934년에서
야 간행되었다. 그의 저술들이 수 세기 동안 출판되지 않았다고 해서 순

2)

참조: L’Osservatore Romano , (2013. 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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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금욕적이지만 않고 신비적이기도 했던 이냐시오 성인의 심오한 영
혼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대담에서 교종이 보인 확신은 특별히 흥
미롭다. “저는 오히려 루이 랄르망Louis Lallemant 3)과 장-조제프 쉬랭JeanJoseph Surin
Favre 는

4)

의 신비주의 경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파브르Pierre

신비가였습니다.”5) 이들 저술가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사, 이냐시오 영성사, 전문 사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
기서 우리의 강조점은 교종의 이야기 가운데 나온 ‘오히려’invece 라는 단
어이다.6) 언뜻 보기에는 상술詳述하는 말, 단순한 역접 부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냐시오 영성에서 내적 흐름의 전개에 속하는 어떤
감수성의 표시이며, 이냐시오 후예들의 성덕과 가르침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영성사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 교종의 분명한 지지로 명성을 얻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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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자 주: 루이 랄르망Louis Lallemant 1578-1635은 프랑스 예수회원이다. 1605년 입회, 수
련장과 제3수련장을 역임하면서 예수회원들이 활동과 연학에 바빠 기도를 소홀히 하
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정서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관상생활을 사도직보다 우위에
두려고 했다. 오늘날 『영적 가르침』Doctrine Spirituelle 으로 잘 알려진 그의 영적 격언과
지침은 제자인 장 리골뢰Jean Rigoleuc 신부가 모아서 펴낸 것이다.

4)

역자 주: 장조제프 쉬랭Jean-Joseph Surin 1600-1665 은 예수회 신비주의자, 신심 서적 저
술가, 구마사제이다. 1616년 입회하고, 파리 클레르몽 대학에서 연학하였다. 사제가 된
후에도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극기 고행에 전념했으며, 1634-37년 루됭Loudun 에서 구
마예식을 거행했다.

5)

Antonio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La Civilt Cattolica , 3918 III (19
settembre 2013), 457.

6)

역자 주: invece는 ‘대신에, 반대로, 오히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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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냐시오의 알려지지 않은 면

학문 영역과 대중 신심 영역 모두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성화聖化에 적
극 투신하는 이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화는 물론 은총에 힘입
어 이루어지지만, 또한 개인의 노력, 확고한 자기희생, 그리고 교회에 봉
사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 이냐시오
가 성화의 수용적이고 신비주의적 측면에서도 영성의 대가라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우선 명확히 말하자면, 더 넓은 신학적 의미에서 신비주의란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과 다르게 작용하시는 성령의 빛과 움직임을 받기 위한 인
간 정신의 내적 준비와 참여를 뜻한다. 이 빛과 움직임은 하느님께서 이
미 영혼에 심으신 성령의 선물을 실현한다. 신비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신비적 삶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성령을 향한 통상적 순응이다. 이와 반
대로, 좁은 의미에서 신비주의는 주입 관상, 즉 그 통상적 순응의 여러 형
태들과 단계들 중 하나에 깊이 스며드는 관상이다. 다시 말해 형언할 수
없는 느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고양시킬 수 없는 주님 현존의 체험
이다. 성 이냐시오는 후자의 의미에서 신비가였다.7)

7)

참조: Miguel Nicolau, “San Ignacio, m stico”, La Vida Sobrenatural 58 (1957) 241-257,
329-346; Joseph de Guibert, La spiritualit della Compagnia di Ges . Saggio storico ,
(Roma: Citt Nuova, 1992), 3-46; 133; Paul Imhof, “Ignazio di Loyola (1491-1556)”,
in Grandi mistici. Dal 300 al 1900 , eds., Gerhard Ruhbach – Josef Sudbrack, eds.,
(Bologna: EDB, 20032), 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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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질문

성 이냐시오가 스페인 황금기의 위대한 신비가들 가운데 한 명이라
는 사실을 오늘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세기에 앙리 브레
몽Henri Br mond 의 촉발로 역사적 성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학자들이 이냐시오 영성과 예수회 혹은 예수회원의 영성을 구분하게 되
었다. 이냐시오 영성은 이냐시오라는 특정 인물의 영성이고, 예수회 영성
은 예수회가 전파한 영성인데,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영신수련의 일부 측
면만 강조하고 다른 면들을 간과하여 금욕 수행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바
로 시망 호드리게스Simon Rodriguez 의 영향이 컸다)

신비적 지평을 향한 길을 막아버

렸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항상 사부의 가르침에 가장 잘 부합하는 요소들의 색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 이냐시오의 후예들은 대체로 그들 자신이 받았던 영신수
련의 견고한 일관성과 탁월한 풍성함을 제거해 버렸다. 그 결과 영신수련의
저자인 성 이냐시오를 두고 상충하는 요소들이 치명적으로 혼합되는 현상이
일어났다.8)

오늘날 예수회 영성은, 설립자의 신비주의적 원고들을 재발견한 결과
이기도 하거니와, 엄격하게 수덕적9)이거나 순전히 금욕주의적인 영신수

8)

Innocenzo Colosio, “Variazioni sulla spiritualit della Compagnia di Ges ”, Vita

Cristiana 18 (1949), 56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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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원문은 ‘monistica’(일원론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monastica’(수도승적, 수덕적)
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앞뒤 문맥상 ‘수덕적’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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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해석과는 거리가 멀고,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라는 두 가지 경향이 영
신수련이라는 유일한 원천 안에 담겨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당연
히 호드리게스는 랄르망이 아니며, 벨라르미노도 쉬랭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교종 자신이 랄르망과 쉬랭의 신비적 사조를 통하여 고유한
이냐시오 영성에 의해 성장했고 성장하고 있다고 한 이야기와 의미가 통
한다. 그러므로 이냐시오 영성과 예수회 영성을 별개로 분리하여 이야기
하는 일이 자의적이라면, 하나의 이냐시오 영성 안에서 역사적으로 식별
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경향을 구별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 두 경향의 특징들에 초점을 맞춰보자.
금욕주의 경향은 [단계별로 이어가는] 담화적 묵상과 개별 덕목의 체
계적인 수련에 기초한다. 이는 영적인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며, 결점들과 하나씩 싸우고 덕목들을 하나씩 키우는 노력을 강
조한다. 반면 신비주의 경향은 초반의 엄격한 금욕 수행 이후 마음을 정
화하여 성령의 활동에 내맡길 것을 강조한다. 악습에 맞선 싸움과 덕
행 실천은 부차적이다. 금욕주의 경향에 속하는 신부들은 호드리게스
Rodriguez ,

부우르Bouhours , 부르달루Bourdaloue , 쥐드Judde , 라비냥Ravignan , 올

리뱅Olivaint 등이다. 신비주의 경향의 신부들은 알바레스 lvarez , 랄르망
Lallemant ,

쉬랭Surin , 리골뢰Rigoleuc , 기요레Guillor , 드코사드de Caussade , 라

푸엔테La Puente 등이 있다. 신비주의 경향에서는 이탈리아 저자가 등장하
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10)

10)

참조: Henri Br mond, Histoire litt raire du sentiment religieux en France depu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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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흐름 모두 예수회 전통 안에서 온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
쪽 저자들 모두 성 이냐시오의 후예들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
동안 예수회 공식 지침들은 금욕주의적 경향을 선호해왔다. 아마도 이것
이 영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고, 식별 없이 신비주의를 언급하는
곳이면 늘 혹은 거의 언제나 숨어있는 환상으로 기울지 않으려 했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비주의 조류가 아주 금지되거나 제한받지는 않았
고, 그럴 수도 없었다. 신비주의 성향의 저자들이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명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맺은 성덕의 열매들 때문
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순교 성인들만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랄르망의 제
자들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교종도 자신을 그의 제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예수회는 이냐시오 성인의 유산과 전언에 관한 교육과 지침 및 해석
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수회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이다. 예수회
원들이 구세주와 함께,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
과 일치하여, 자기 사랑과 이권은 모두 부정하고 주님께 관대하게 사랑
받아 사도적 봉사를 살아가는 일이다.11) 1940년 칠레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베르토 우르타도 크루차가Alberto Hurtado Cruchaga 성인이
말했듯이, 예수회 삶의 본질은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

fin des guerres de religion jusqu’ nos jours , vol. V, (Paris: Bloud et Gay, 1923); Ibid,
vol. VIII, 1928; Georges Bottereau, “Lallemant Louis”,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e ,
vol. IX, 125-135; Giovanni Colombo, “Studio introduttivo”, in Louis Lallemant, La
dottrina spirituale , (Casale Monferrato (Al) – Milano: Piemme – ncora, 1984), 7-60.
11)

참조: Joseph de Guibert, “I tratti caratteristici della spiritualit di S. Ignazio”, La

Civilt Cattolica , 1939 III, 105-119; Guibert, Spiritualit della Compagnia ,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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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내적 태도, 즉 그리스도께서 내 입장에 계셨다면 하셨을 방식으로
그 분과 일치하는 태도를 얻는 것이다.” 그것은 팜플로나와 만레사의 위
대한 신비가가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된 하나의 목표로, 오로지 ‘성령께서
마음에 아로새겨주신 애덕과 사랑의 내적인 법’12)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12)

『예수회 회헌』, 134번; 『영신수련』, 18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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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골료가 말하는 교육의 일곱 기둥1)
Sette Pilastri Dell’Educzione Secondo J. M. Bergoglio✽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김민 요한 S.J. 옮김

교육에 관한 도전은 현 교종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은 주제였다. 2016
년에 우리와 했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산미겔의 본당 사제
로 있을 때 청(소)년 사목과 교육은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는 매일 본
당이 위치한 대학 내의 널찍한 공간으로 동네 아이들을 모으곤 하였다.
“나는 언제나 어린이 미사를 드리곤 하였고 토요일에는 교리를 가르쳤지
요.”2) 그의 활동에는 놀이와 공연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터뷰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의 자연스러운 재능
이 비롯했다.

✽

La Civilt Cattolica , 4037 III (1 settembre 2018), 343-357.

✽✽ Antonio Spadaro S.J.
1)

역자 주: 이 제목은 잠언 9,1의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T. E. 로렌스의 자전적인 책 『지혜의 일곱 기둥』Seven Pillars of
Wisdom 을 연상시킨다.

2)

Papa Francesco, Nei tuoi occhi la mia parola. Omelie e discorsi di Buenos Aires
1999-2013 , (Milano: Rizzoli, 2016), XII. 본문의 인용문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주석에
출처를 밝힐 때 날짜 다음에 OP라는 약자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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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수회 연학수사로서 양성 중이던 때부터 이미 베르골료는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 장상들이 그를
예수회 고등학교 두 군데로 파견하여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지 교탁에서 강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
을 창조적인 글쓰기의 세계로 초대하였고—심지어 호르헤 루이스 보르
헤스와 같은 대작가를 초빙하기도 하였다—연극과 음악에까지 관심을
넓히도록 하였다.3)
이러한 교육 활동은 예술 및 창작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베르
골료는 가장 심원한 인간적·영적 차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호세 에르난 치빌스는 28세의 베르골료에게 배웠던 학생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작가 마리아 에스테르 데 미겔의 『열한번
째 시간』La hora und cima 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었던 베르골료가 준 코멘트
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치빌스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하느님께
로 이끄는 자기 부정과 금욕이라고 생각했다. 베르골료는 학생의 작업을
칭찬하면서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최종 메시지를 다소 수정하
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다. ‘헌신’La dedizione 은, 금욕의 결
과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란다.” frutto dell’amore 그리고 치빌스에게 보
내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끝맺었다. “네가 부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3)

이는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참조: Antonio Spadaro, “J.
M. Bergoglio, il ‘maestrillo’ creativo. Intervista all’alunno Jorge Milia”, La Civilt
Cattolica , (2014 I), 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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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해 보이는구나.” 창조적 활동을 접하거나 그 활동에 적극 임하면
한 개인을 심리적 영적으로 끌어들이는 역동이 형성되는 법이다.4)
예수회 연학수사 시절의 경험, 이어서 사제로서의 활동을 통해 베르
골료는 사목자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주
교 시절 그가 보였던 사목적인 행보는 최근 단행본으로 정리되었는데,5)
그의 강론과 서한, 담화를 포함한 전체 내용 가운데 삼분의 일이 교육자
들, 교사들, 교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이 주제는 충분히 탐구되
지 않았으며, 교육에 관한 베르골료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킨 원천과 영
감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6)
이 글이 철저한 연구를 대체할 수 없지만, 프란치스코 교종이 주교직
을 수행하는 시기 동안 무르익은 다면적인 교육관의 일곱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둥: 통합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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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 Ethel Mannin, Tardi ti ho amato , (Rome – Milan: La Civilt Cattolica - Corriere
della Sera, 2014), XIX.

5)

Papa Francesco, Nei tuoi occhi , XII.

6)

이에 관한 중요한 자료는 L’educazione secondo Papa Francesco , (Bologna: EDB,
2018)이다. 여기에 “Atti della X Giornata pedagogica del Centro studi per la scuola
cattolica” (Roma, 14 ottobre 2017)가 수록되어 있다. 베르골료의 교육접근법의 원천 가
운데 하나는 로마노 과르디니의 사유이다. 이에 관해서는 Carlo M. Fedeli, Guardini
educatore , (Lecce: Pensa, 2018)를 참조. 교종 선출 이후 교육에 관한 베르골료의 글들
을 모아놓은 간략한 연구들이 출간되었다. 그 예가 La mia scuola , (Brescia: La Scuola,
2014); La bellezza educher il mondo , (Bologna: Emi, 2014); Imparare ad imparare ,
(Venezia: Marcianum, 20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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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베르골료 대주교가 언제나 폭넓은 사회의 틀 안에서 교육을 바
라보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교육이 시민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공동 투신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장
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교육한다는 것은 국가를 만든다는 의미와
같다. 그는 이렇게 썼다. “교육에 관한 우리의 과업으로 세상과 사회를 집
으로 여기는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생활하기 위한’per abitare 교육인 것
입니다.”7) 국가와 세상은 베르골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집’casa 이다. 즉
살아가는 공간이자 가정으로서의 차원을 갖는 것이다.8)
교육은 온전히 개인적인 현실이 아니고 공적 현실이다. 2006년 베르
골료 대주교는 그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졸업생 몇 명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의 삶이 각자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함께 이루어낸 업적으로 기억되기를 희망

7)

Jorge M.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1 aprile
2004 (OP 265).

8)

이러한 사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찬미받으소서』에서 교종이 세
상을 우리의 ‘공동의 집’casa comune 으로 묘사하였듯이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2015년 사목방문 중 미국 의회에서 교종이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미래를 만들고자 하
는 꿈을 좇아 이 땅에 왔습니다.”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
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서로 상호 보조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적대적
인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끊임없
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
다.” (Francesco, Discorso all’Assemblea Plenaria del Congresso degli Stati Uniti d’
America, Washington, 24 settembre 2015). 여기에 교육의 핵심 맥락이 등장한다. 즉
미래를 세우고 국가를 세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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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창조의 여정을 걷는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9)
라고 말하였다.
베르골료는 항상 학교를 사회 통합과 국가 통합에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즉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기둥
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2002년 아르헨티나 국내 이주민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도시에 도착한 국내 이주민들과 혹은 이 땅에 발을 디딘 외국인들조차 기
초 교육을 받음으로써, 원래 그들이 출발했던 곳에서 마주했던 특수한 처지
를 극복할 요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회 안에
서 있을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계획의 다양성이 풍요로워지는 오
늘날 우리는 다시금 교육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10)

교육사업은 단지 자기 힘을 기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공동의 역사를 만들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도착한 사람들은 교육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한 수단과 중요한 맥락을 찾아 새로운 집에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요소는 바로 ‘통합’l’integrazione 이다.
“국가는 통합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베르골료는 2001년 부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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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orge M. Bergoglio, “Quarant’anni dopo,” in Jorge Milia, L’et felice , (Rome-Milan: La
Civilt Cattolica - Corriere della Sera, 2014), VII; 이탤릭체 추가.

10)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31 marzo 2002 (OP
15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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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아이레스 대교구 사회사목의 날을 맞아 이런 글을 남겼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언급했다. ‘통합’l’integrazione 은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
목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두 번째 기둥: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반하기

사회 건설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베
르골료는 2012년 가톨릭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교 교사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양성에 열어두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새로운 세기의 사회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11)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르골료는 교구의 교육 관련 단
체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대화와 사랑은 상대방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거기에는 다양성의 수용이 있습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공동체의
가치를 다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우선권에 상대방이 종속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흡수’assorbendo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존재 방식을 인정하고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을 즐김 으로써 가능합
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르시시즘, 순전한 제국주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12)

11)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7 aprile 2006 (OP
443).

12)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31 marzo 2002 (OP
148). 이탤릭체는 강조를 위해 추가되었다. 다양성은 도전이 될 수 있다. 교종으로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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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도전’sfide 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도전이자 자
원이지, 문젯거리가 아니다. 긍정적 도전으로 여길 때 모든 형태의 차별
에 대항해 싸우게 된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
는 우리의 기관과 가정의 자원이 빈약하지만, 아낌없이 나누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모든 언행에서, 모든 사업
에서 천명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분명한 징표, 우리
가 만들고자 하는 다양성 사회의 징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논쟁이
일거나 심지어 필요하다면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말이죠.13)

따라서 교육사업은 한 인류로서 함께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연관이 된다. 교육은 통합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억
지로 일치시키거나 뭉개서 섞는 일 없이 모두의 선익을 위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기둥: 변화하는 인간이해를 마주함

오늘날 교육이 처한 중요한 배경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라

르골료는 이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 2015년 9월 23일 미국 주교들에게 했
던 담화를 참조하라. “통합을 문화적 지적 영적인 모방과 종속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
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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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9 aprile 2003 (OP
203). 이탤릭체는 역시 강조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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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베르골료는 현대의 인간은 과거에 비해 자신을 다르게 이
해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였다. 사람들은 기존의 익숙한 범주와는 다
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참조해온 인간
이해와 교회가 사용한 언어는 분명한 토대가 있으며, 지혜와 오랜 경험
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교회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
은 이전과는 달리 이러한 인간이해와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인간이해의 변화를 마주해야 한다. 프
란치스코 교종이 무척 존경하는 바오로 6세는 복음화란 ‘기쁜 소식(복음)
을 변화를 겪고 있는 인류의 모든 영역에 가져다주는 것’14)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그렇지 않은 복음화는 장식이나 얄팍한 겉치레에 불과할 위
험이 있다고 하였다.15)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러한 입장을 『치빌타 카톨리카』에 실린 수도회
장상들과의 대화16)에서도 확인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그는 교육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

14)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18-20항.

15)

보다 최근인 2009년 베네딕토 16세는 체코 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교회는
“과거의 유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한 실체가 있는 가치를 물려
받았으며, 미래를 위해 창조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Benedetto
XVI, Intervista durante il volo verso la Repubblica Ceca , 26 settembre 2009). 오늘
날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창조적 방향’orientamento
creativo이다.

16)

Antonio Spadaro, “‘Svegliate il mondo!’. Colloquio di Papa Francesco con i Superiori
Generali”, La Civilt Cattolica , 3925 I, (4 gennaio 2014), 3-17 [Papa Francesco, Adesso
fate le vostre domande. Conversazioni sulla Chiesa e sul mondo di domani , (Milan:
Rizzoli, 2017)에도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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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17)라고 말하였다. 요점은 이것이다. “오늘날 교육
은 핵심적, 핵심적, 핵심적 사명입니다!”18)
교종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있던
시절 학령기 아이들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매우 슬퍼하던 한 아이의 경우가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슬픈 이유를 결국 선생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여자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한 학령기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헤어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19) 편부모 자녀와 동성 커플 자녀
라는 가정 배경에서 사는 아이들은 서로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분명히 우리에게 복잡한 도전이 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오늘날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이 더 이상
과거의 도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교종의 말을 직
접 인용하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새로운 도전
이며 종종 이해하기조차 힘들다”20)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대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겪는 변
화는 종종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관해 교종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런 소년 소녀들에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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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padaro, “‘Svegliate il mondo!’”, 16.

18)

Ibid.

19)

Ibid., 17.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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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신앙에 거스르는 문화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다.”21)
베르골료는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이
마주하는 도전은 인간이해와 관련된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땅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마냥 현실을 외면하고 세계가 다른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22) 교육 전반에 관한 베르골료의
성찰은 현실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다. 그의 성찰은 항상 구체적인 사실,
그가 만났던 사람과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한다.

네 번째 기둥: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으로서의 부단함

교육에 관한 베르골료의 사유에서 중요한 측면 그 네 번째는 바로
부단함l’inquietudine 이다. 그는 부단함을 교육의 동력으로 이해한다. 그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부었다.

아이들이 과연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 이 시대의
지배적인 상황에 길들여진 나머지 아이들은 교회가 전해준 유산을 받아들이

21)

Ibid.

22)

참조: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9 marzo 2000
(O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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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마치 교회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상자 속에 고스
란히 처박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유산을 살아가며 변화해 나가
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은 이 유산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 이 청소년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거나 꿈을 꿀 수
있을까요?23)

여기에서 우리는 ‘길들이기’addomesticamento 식 교육에 대한 분명한 거
부를 보게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해진 유산은 상자 속에서 보관되어
야 하는 보물이 아니다. 교육은 상자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베르골료는 교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시금 보
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유라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바
를 진정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자유로 이 유산을 받
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는 부단함이 없다면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깨어 유산을 받아들이고 직접 자기 마음을 움직
이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베르골료에게 인격적 성숙은 적응을 잘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베르골료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말을 남겼다. “예수님 당대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적응자로 여겼고 따라서 미성숙하다고 간주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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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oglio, “Omelia nella Messa per l’educazione”, Buenos Aires, 14 aprile 2010 (OP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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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24)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그저 순전한 적응을 성숙이라고 본다면 우리 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을,
이 ‘전복적이고 반항적인 젊은이들’creature anarchiche 을 건전한 사회 규범에
— 어떠한 규범인지 상관없이 — ‘적응’adattare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
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검열이라는 대가, 주체성의 복속이라는 대
가, 심지어는 한 인격에게 가장 필요하고 성스러운 것, 바로 그의 자유의 박탈
이라는 대가가 아니겠습니까?25)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은 나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이 유산은 끊
임없이 깨어 부단한 나를 찾아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섞이고 앞으
로 세워갈 미래를 향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유산이 끊임없
이 깨어 부단한 나의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이는 화석일 뿐이다. 이는 기
억의 박물관에 불과하다. 말러는 전수받은 것에 충실하다는 말은 불꽃을
살아 있게 유지한다는 뜻이지, 타고 남은 재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고 말
한 바 있다. 불꽃이 살아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을 계속 지피며 역동하
는 생명의 힘을 다시금 생각하고 재발견한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주의나 형식주의로 발을 헛디딜 것이요, 한없는 지루함으로
귀결될 뿐이다.
베르골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존적 입장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

24)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6 aprile 2005 (OP
369).

25)

Ibid.

89

베르골료가 말하는 교육의 일곱 기둥

래서 반복적으로 ‘부단한 움직임 속의 평화’pace dell’inquietudine 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하곤 하였다. 특히 『치빌타 카톨리카』를 만드는 예수회원들
과 협력자들과의 접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끊
임없이 깨어 부단히 연구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오직 깨어 부단히 일하
는 태도만이 예수회원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요. 부단함이 없다면 우리는
무익할 것입니다.”26) 우리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
로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적 · 이냐시오적 부단함이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부단함의 지
혜’la saggezza di una inquietudine 이다. 이 지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초
월적 가치를 따라 살도록 이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탐구와 불확실성이 있으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심지어 괴로움과 고독이 있는 법입니다.”27) 베
르골료는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담화에서 이렇게 썼다.

‘부단한’inquieto 아이는 ⋯ 세상과 사회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입
니다. 삶에서 닥치는 위기에 스스로를 개방하는 아이이며 한계에 저항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한계라면 (물론 고통은 따르겠지만) 오히려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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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apa Francesco incontra ‘La Civilt Cattolica’ in occasione della pubblicazione del
fascicolo 4000,” La Civilt Cattolica , 2017 I (25 febbraio 2017), 442. 또한 다음 책을 보
시오. Solo l’inquietudine d pace. Cos Bergoglio rilancia il vivere insieme , (Roma:
Castelvecchi, 2018).

27)

Francesco, “Discorso in apertura del Convegno Pastorale Diocesano”, (19 giugno
2017).

안토니오 스파다로

고 받아들이는 아이입니다. 세속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클리셰에 대해 순
응하지 않는 아이, 토론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입니다.28)

따라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부단함을 ‘읽어내고’leggere 그 가치를 소
중히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침묵시키는’acquietare 모든 시스템은
위험하며, 이는 곧 어떤 식으로든 실존적 정적주의29)로 수렴되기 때문이
다.30)

다섯 번째 기둥: 질문을 통한 교육

베르골료는 반항적 태도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향을 어린아이들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교육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아이의 활력은 매우 엄격하고 완고한 틀을 넘어
설 수 있는지 측정하는 도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그들에게 ‘따스한 마음 깊숙한 곳
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전해준다. 이 시선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전해져

28)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3 aprile 2008 (OP
627).

29)

역자 주: 실존적 정적주의나 각주 30번에 나오는 관료적 정적주의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전을 환영하고 도전을 마주하려는 영웅주의가
결여된, 간단히 말하면 예언자적 소명은 포기하고 영적 위안만을 구하는 경향을 의미
한다.

30)

“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영웅적 덕목이 결여된 미래에 대한 많은 제안에 현혹되어 물
러서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을 고작해야 관료적 정적주의로 물러
서게 할 뿐입니다.” 이는 교종이 2016년 7월 9일 아르헨티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편지에서 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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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억과 투쟁과 결핍과 은총과 죄를 거치며’ 그들의 마음을 성숙하게
한다.31) 이렇게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용기를 주고 일관된다면, 비
록 청소년 역시 삶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이성을 잃지 않
을 것이며 방향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때로 자신의 욕구와
물음을 온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교육자들이 이 시선을 유
지한다면 청소년들의 질문을 ‘발견하고’scoprire 질문에 ‘찬찬히 머물러 충
분히 생각하며’contemplare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아는’intuire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복음의 기쁨』 155항) 이 말은 교육과 사목적 돌봄에 있어
서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수업은 결코 공허한 주입식
수업이나 도덕규범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식의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베르골료는 2007년 4월 18일 교육을 위한 미
사 강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길지만 전체 내용을 여기 싣는다. 왜
냐하면 이 질문들은 교육자들을 위한 일종의 ‘양심성찰’esame di coscienza
역할을 하여 중요한 확인을 돕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창조성, 아이들의 희망에 경이를 느낄 정도로 우리의 마
음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발상에 놀라움을 느낍니까? 우
리는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경이를 느낍니까? 또한 우리는 아이들의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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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oglio, “Celebrazione giubilare degli educatori”, 13 settembre 2000 (OP 82).

안토니오 스파다로

많은 장난과 교실에서 맞닥뜨리는 표현할 길 없는 말썽꾸러기 모습에서경이
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충분히 열려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닫
아, 습득된 지식과 정착된 교육방법론을 갖춘 박물관에 봉인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미 구비된 내용만 적용할 뿐, 새로운 것을 더는 받아들일 필
요가 없는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은 아이들의 생기 넘
치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용적이고 겸손합니까? 만약 그렇
지 않다면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
어질 위험 말입니다. 만약 부모의 마음이, 교육자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
면, 아이들은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도 그것을 누구와 나누
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오도카니 서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은 절망으
로 바뀔 것이요, 연대는 산산조각날 것입니다.32)

그렇기에 교육자들에게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되라.”audaci e creativi 33)
는 호소가 뒤따르게 된다. 좋지 않은 현실 앞에 저항만 하지 말 것이며,
특정한 계획에 목을 매는 근본주의적 관료가 되어서도 말 것이다. 이 호
소는 “창조하라”creare 는 호소이며, “역사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건설에 벽
돌을 놓아라.”는 호소이고, 재능과 정신을 펼치라는 호소이다. 사실 창조
성은 ‘능동적인 희망의 특징’caratteristica di una speranza attiva 이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어딘가에 있는 무엇, 어떤 실재에 대한 현존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32)

Bergoglio, “Omelia nella Messa per l’educazione”, Buenos Aires, 18 aprile 2007 (OP
531).

33)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9 marzo 2000 (O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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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34)을 찾아 나서기에 그렇다.
이러한 폭넓고도 개방적인 접근법은 ‘진리’verit 에 대한 포괄적인 개
념에 상응한다. 교육자들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연설에서 베르골료는 이
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리 개념을 제한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 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
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세상의 진리—아무리 이것이 공고해 보이더라도
—가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하느님의 진리
는 무궁무진하며 헤아릴 길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해변을 거의 볼 수조차
없을 거대한 대양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야흐로 발견
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진리’nostra verit 를 수호하
는 데 편집증적인 노예가 되지 맙시다. (마치 내가 ‘가졌으면’ 그는 가질 수 없고,
만약 그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갖지 못하는’ 진리처럼 말입니다.) 진리는 선물입니

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기에 우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고양시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진 선물에 봉사하게 합니다. 이는 상
대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화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35)

가톨릭 학교는 ‘이데올로기’ideologia 의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베
르골료의 연설에서 이 교육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례를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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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9 aprile 2003 (OP
192).

35)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1 aprile 2004 (OP
270); 이탤릭체는 강조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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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베르골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 학교는 모든 대답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패권적 군대 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물음들이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에
따라 개인적인 탐구는 적절하게 장려되어야 하며 언어로 이루어진 장벽에 의

해서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장벽은 오히려 약하디 약한 것이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이야말로 위대합니다. 도전은 깊이를 요청합니
다. 도전은 삶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며 우리 자신이 우상으로부터 치
유되고 자유로워지도록 요청합니다.36)

이 호소에는 베르골료의 비전이 완전하고도 농익은 형태로 종합되어
있다. 탐구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
으며, 그 인격은 식별을 거친 선택을 하고, 완전히 성숙한 방식으로 신앙
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여섯 번째 기둥: 한계를 잘못 다루지 않음

아르헨티나의 주교로서 봉사했던 시기에 형성된 베르골료의 교육론
여섯 번째 기둥은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부단함과 현실 너머를
향한 긴장이라는 베르골료 교육론은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필수적으로 요
청한다. 2003년 교육자들과의 담화에서 베르골료는 ‘현재 존재하는 것으
로부터 창조하는’creare a partire da ci che esiste 것이 필요하며 이상주의에서

36)

Ibid. (OP 269s); 이탤릭체는 강조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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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실이 전제하는 바는 차이를
인식하고 기존의 노하우를 이해하며 아이들과 그 가족의 기대와 심지어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37) 몇 년 후 베르골료는 보다 직접적
으로 강조했다. “아이들을 동반한다는 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견디어
냄’hypomon 을 통해 한계를 잘못 다루지 않게 됩니다.”38)
한계를 잘못 다루지 않는 혹은 한계를 ‘품는’accarezzare 태도는 베르골
료 교육론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권고 『사랑의 기
쁨』(AL) — 이 문헌은 교육학적 문헌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 에서 교
종은 다정다감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온유함은 다른 이들의 한계에, 특
히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표
현됩니다.”(AL 323)고 하였다.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항상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무한한 신뢰가 스스로 자라나는 은총과 사소한 것에
들이는 세심한 주의와 공존한다. 단순한 낙관주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상태를 정체됐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할 수 있다
는 가능성에 신뢰를 보내는 태도와 관련된다. 만약 우리가 확고한 개방
적 태도, “돌볼 수 있다”prendersi cura 는 그러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지 못한
다면 우리는 결코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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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9 aprile 2003 (OP
207).

38)

Bergoglio, “Parole iniziali nel primo Congresso regionale di pastorale urbana”,
Buenos Aires, 25 agosto 2011 (OP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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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기둥: 생명을 낳는 풍성함, 가족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기

쉬지 않는 끊임없는 태도와 질문을 주저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육론
은 진리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포용적인 접근법을 갖는다. 이는 곧 교
육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풍요로움이란 사실에서 비롯
한다. 이것이야말로 베르골료가 지닌 교육 비전의 근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낳는 부모와도 같은 교육적 차원이 바로 교육에 부여된
사명을 이해하는 근저를 형성한다. 이는 곧 세상을 가족의 시각으로 바
라보는 일이다. 교종은 세상을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특히 놀랍다. “대화는 유산을 남기는 능력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39) 유산은 가족 안에서 자자손손 전해지는 충만
함이다. 베르골료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유산으로 받은 우리 아버지들의 기억을 회복합니다. ⋯
우리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 지금 물려받은 유산을 미래의 유토피아를 향해 전해주고자 하는 용기, 미
래의 유토피아에 대한 결실 있는 투신을 통해 물려받은 유산을 증식시킨다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40)

39)

Bergoglio, “Relazione alla XII Giornata di pastorale sociale”, Buernos Aires, 19
settembre 2009 (OP 723).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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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들은 우리 경험과 삶에 대한 태도를 대화하며 나눔으로써 모든
풍요로움이 점점 커짐을 의미한다.
베르골료 대주교의 글들은 또한 그가 얼마나 이야기를 깊이 신뢰하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직 이야기를 통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
산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근본적인 주제 하나, 즉 젊은이
들과 나이 든 이들 사이의 가족관계를 다룬다. 현대 사회에서 ‘일회용품’
scarti

취급을 받는 두 집단의 관계 말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이며 에너지이

다. 나이 든 이들은 지혜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나 그들은 서로
다르다. 아이는 복제인간이 아니다.
교육은 가족과 관련된다. 교육에는 세대 간 관계와 경험의 이야기가
포함된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놓여야 할 다리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다리가 바로 교육이며 그런 점에서 교육은 살아있는 유산을 전수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산에는 항상 전율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유산은 과거와 미
래를 이어주기 때문이다. 최근에 교종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우리는 지평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더 많이, 더 멀리, 더 앞을 내다
보는 삶에 대한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41) 그럴 때 우리는 전율을 경험하
게 된다.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충고 하나를 소개하겠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전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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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Discorso ai ragazzi del gruppo ‘Cavalieri’”, 2 giugn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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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코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기증’vertigine
을 일으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기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
만 올바른 현기증,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의를 채우는 현기증이어야 합
니다.42)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쉬지 않고 끊
임없는 태도의 유산임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베르
골료에게 아버지들, 연장자들은 ‘꿈을 꾸는’sognano 이들이다. 교종은 오
랫동안 요엘서를 묵상한 적이 있었다. 특히 다음의 구절 말이다. “그런 다
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
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요엘 3:1)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환
시는 그들보다 앞선 이들의 꿈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꿈을 꾸는 이들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노인들이다! 그 대신 젊은이들은 ‘환시’visinoi 를 보고
미래를 상상하며 희망으로 미래를 세운다.43)
꿈을 들려줄 아버지들이 없다면 “젊은이들은 더 이상 ‘환시를 볼 수’

42)

Francesco, “Discorso in apertura del Convegno Pastorale Diocesano”, 19 giugno
2017.

43)

2016년 6월 16일 로마교구회의 개막식에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
연장자들의 꿈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미래를 갖도록 하
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2017년 6월 19일 같은 모임에서 이를 반복해서 말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조부모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방문하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 그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절연한’scavalcare 부모들조차 조
부모라는 뿌리를 갖는 법입니다. 조부모들에게는 역사와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자질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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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e visinoi

없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멈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미래는 이제 불안하고 의심에 가득차고
두려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44) 우리가 희망을 품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
는가? 오직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기가 가능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아버지들의 증언이다.
이러한 역동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전통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유물
보존소’bottega di restauro 나, 혹은 항상 높은 곳에 올라 앉아 자기 보고 싶은
면만 보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는 ‘유토피아적인 실험실’laboratorio di utopia
로 보지 않게 해준다.45) 교육의 사명은 그렇기에 역사에의 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역사적 실체이다. 많은 세대를 거치며 형성된 실체이
다.46)

✽✽✽

우리는 베르골료 교육에 관한 사유의 일곱 ‘기둥’colonne 이 성좌에 오
르기까지 형성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각각의 기둥에 대한 성찰
은 교종이 베드로좌에 선출된 이후 5년 동안 발전한 교육에 관한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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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rancesco, “Discorso all’apertura del Convegno ecclesiale della Diocesi di Roma”, 16
giugno 2016.

45)

Bergoglio, “Intervento alla Seduta plenaria della Pontificia Commissione per l’
America Latina”, Roma, 18 gennaio 2007, (OP 500).

46)

참조: Jos L. Narvaja, “Il concetto ‘mitico’ di popolo. Papa Francesco lettore di
Dostoevskij” La Civilt Cattolica , 2018 III (7 luglio 2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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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베르골료 교육의 일곱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국가 미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다양성을 맞아들이고 선익을
위해 통합하려는 교육, 새로운 인간 이해가 던지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
와 선견지명의 교육, 부단함을 동력으로 하는 교육, 질문과 탐구를 방법
론으로 삼는 교육,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 그리고 관계는 가족
과도 같이 생명을 낳는 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베르골료 대주교의 교육적 성찰을 모은 책자들의 제목
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그의 접근법을 특징짓는 세 가지
단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선택’scelta , ‘필요’esigenza , ‘열정’passione .’47)
덧붙여서 베르골료가 교육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아주 간결한 표현을 소
개하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다시금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교육은 우리 존재 방식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예
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우리 지평이 확장
되기를 요구합니다.”48)

47)

참조: Jorge M. Bergoglio, Educar, elegir la vida. Propuestas para tiempos dif ciles ,
(Buenos Aires: Editorial Claretiana, 2005); Jorge M. Bergoglio, Educar: exigencia y
pasi n. Desaf os para educadores cristianos , (Buenos Aires: Editorial Claretiana,
2006).

48)

Bergoglio, “Messaggio alle comunit educative”, Buenos Aires, 23 aprile 2008 (OP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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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ZIONE DEI MINORI:
DALLA CONSAPEVOLEZZA ALL’IMPEGNO✽

페데리코 롬바르디 S.J.✽✽
박은호 그레고리오 옮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나는 이전에 한 기고문1)에서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학대의 주요 단계
와 최근 교종들이 실시한 교회의 대응을 개괄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
교회의 문헌들, 그리고 현장의 계획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
해서 이미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발전된 대응을 하는 곳이 어떤 노선을
마련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더불어 시작 단계에 있는 곳이 어떤 노
선을 따라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1년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의 주교회의에 회람2)을 보냈다. 이 회
람에서 신앙교리성은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학대 사건들을 다룰 ‘지침’
Linee guida ,

✽

베네딕토 16세가 개정한 교회법에 부합하는 ‘지침’을 만들 것

La Civilt Cattolica , 4046 I (19 gennaio 2019), 161-175.

✽✽ Federico Lombardi S.J.
1)

참조: F. Lombardi, “Verso l’incontro dei Vescovi sulla protezione dei minori”, La

Civilt Cattolica , 2018 IV, 532-5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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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
doc_20110503_abuso-minori_it.html (접속일: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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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여전히 신앙교리성과 논의를 거치고 있긴 하
지만, 매우 중요한 성찰과 문헌 작성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신앙교리
성은 세계 각지에서 보낸 초안을 받아 주로 교회법적 측면에서 면밀
히 살핀 후, 그 내용을 답변으로 보냈다. 이 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
펴보면, 절반에 달하는 주교회의가 신앙교리성이 보낸 답변을 기초로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식 문헌을 갖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ad

experimentum , 즉 후에 다시 검토할 여지를 둔 형태이지만 말이다. 4분
의 1은 답변을 받고 마무리 단계인 최종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이나 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더
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주교회의 문헌들: 캐나다의 사례

몇몇 주교회의는 성 학대 사건은 단지 정확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충
분치 않으며, 성 학대의 원인, 상황과 역동을 이해하고 예방까지 미리 바
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따
라서 발행된 문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침’Linee guida 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주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의미 있는 사례는 2018년 6월 캐나다 주교회의가 발행한
「성 학대로부터의 미성년자 보호」Protecting Minors from Sexual Abuse 3)라는 문

3)

문헌은 인터넷에서 영어와 불어로 볼 수 있다. 다른 문서가 아니라 이 문헌을 선택하
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캐나다 주교들은 온 나라에 반향을 일으킨 1984년 보고
서에 응답하며 처음으로 이 쟁점을 다뤘다. 주교들은 1987년에 ‘지침’Linee guida 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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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다.
문헌의 첫 부분은 성 학대가 캐나다의 가톨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간과할 수 없는 아홉 가지 제언들로 시작한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주교나 수도회 장상이 기본적인 행정적 접근을 넘어서 피해자와 인격적이
고 사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필요성.
2) 피해자의 깊은 상처와 가해자의 인격을 제대로 인식하여 성 학대의 현실
을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목적, 행정적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
식할 필요성.
3) 가해자에 대한 혐의 주장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제때에 행동을 취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경고 조치, 직권자에게의 통보, 예비 조사 등)
4) 가해자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어야 할 교회법
적 수단 이외에 두 가지 측면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a)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정보와 대응 과정이 설명되기를 바라는 대중
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
b) 정의와 미성년자의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회개를 통해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에, 가해자들을 어떻게 사목
적으로 돌볼 것인가의 문제.

번째 개요를 작성했고, 1992년에는 문헌 「고통에서 희망으로」From Pain to Hope 를 통해
세상에 일련의 방향을 제시한 첫 번째 주교회의가 되었다. 그리고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과 그 밖의 이웃 국가들을 포함하여) 30년 넘게 이어져온 고통스런 체험과 심화된 연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캐나다 주교들은 새로운 문헌을 발표했다. 둘째, 새로운 문헌에 최신
정보가 실렸는데, 더욱이 지난 수개월간 프란치스코 교종이 제공했던 「하느님 백성에
대한 서한들」Lettere al popolo di Dio 도 언급되어 있다. http://www.cccb.ca/site/images/
stories/pdf/Protecting_Minors_2018.pdf (접속일: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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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실천과 정보의 필요성.4) 여기에서 단지
성직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사목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
진다.
6) 성직자와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성. 어떻게 그들의 수치심을 다루어야 하는가? 성 학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
았지만 교회에 있는 성직자, 수도자, 여러 단체의 일원들이 겪은 모욕은 종종
중대한 신뢰의 위기, 개인적 실망 상황, 고립, 심지어 탈선행위나 교회와 신앙
의 배척을 가져온다. 이 모든 문제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지지와 격려, 연대성
과 공동 책임감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7) 보다 나은 초기 양성과 평생 교육의 필요성. 이는 특별히 신학생, 성직자,
수도자와 관련되고 그들의 영적, 지적 그리고 사목적인 양성뿐만 아니라 초
기 선발과 인간적 양성과 관련된다.5)
8) 법적인 절차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배울 것.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주교들
이 깨달은 교훈은 분명 캐나다 국법과 연관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맥락
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법적 절차가 지닌 비인격적 성격이 어떻게 종
종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지, 또 어떻게 연민으로 화해
하려는 교회 권위자들의 진실한 갈망을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분명히 알
려준다.6)

4)

5)

여기에서 ‘무관용’tolleranza zero 의 원칙을 분명히 강조한다. 무관용의 원칙이란 “성 학
대와 관련된 모든 고발을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며, 어떤 논쟁도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
하는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태도이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이는 누구도 실제
직무에 남아 있지 못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한다.”
캐나다 주교들은 최근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2016)을 언급하는데, 이 문헌에서 명백하게 학대 문

제를 다룬다.
6)

“교회의 책임자들은 법적 조언을 포함하여 현명한 모든 조언을 필요로 하던 중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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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더 큰 진실로의 부르심. 위기는 교회의 사명, 특히 젊은이와 가정을 위한
교육 분야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속화된 현대 세계에서 복음 선
포자로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참되고 깊은 영적 쇄신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캐나다 주교회의 문헌의 장점 중의 하나는 ‘9가지 제언’nove lezioni 을
일반적인 용어들로 해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각각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엄밀한 일련의 ‘권고들과 핵심 행위들’을 구성하였다는 데 있
다. 전체 권고는 69개에 달하며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이점을 가지
고 있다. 권고의 개수에 놀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무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세부적인 표현은 이론에서 실천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이해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 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묘사하며,
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상처에 대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응답
을 더 깊이 있게 다룬다.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하느님 상像과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 고통 받는 이들
을 향한 연민의 직무라는 주제, 피해자들의 깊은 고통을 마땅히 존중하
며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나 화해의 여정에서 필요한 커다란 현명
함과 점진적 단계를 주제 삼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외

어떤 접근법이 그리스도교 애덕의 의무에 반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속 연구와 성찰의 영역으로 남는다.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대부분의 피
해자들이 삶을 다시 살아나가는 과정에는 법적인 것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영적 치유
라는 보다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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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들의 가족, 본당 그리고 상처 받은 수도회와 교구도 돌봐야만 한
다. 그들 역시 학대가 가져온 해로운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
요하고 가능한 한 피해자들에 대한 돌봄과 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의 노력
에 동참해야 한다.

책임, 해명의 의무, 투명성

‘우리 앞에 놓인 길’La strada davanti a noi 이라는 제목을 가진 세 번째 장
은 주교들을 향하고 있고 2019년 2월에 있었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
교회의7)를 앞두고 성찰을 위한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서 교회의 ‘제도적인 문화와 사고방
식’을 바꾸는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확실히 국법과 교회법 규정의 요건과 부합하고, 명확하며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교회의
권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
한 작업은 오직 주교가 –행정과 사목에서- ‘자신의 교구와 관구의 모든
사목 환경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책임에 더 예민하게 깨어있을 때 가
능하다. 그러한 책임은 사회의 공동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민법의 존
중, 보편 교회와 국가의 다른 주교들과의 친교 그리고 전문가와 신자들

7)

조직 위원회가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책임responsibility , 해명의 의무
accountability , 투명성transparency 이란 세 단어는 2019년 2월 22-24일 열린 3일 동안의

회의에서 다룰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정해졌다. (교황청 공보실 공보,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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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합의적’sinodale 참여를 포함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善이다.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곧장 해명의 의무에 대한 문제가 따른다. 해명
의 의무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갖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응
답해야 하는 의무’이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책망을 수용하는 것이 주가
아니다. 오히려 수용하고 공유한 책무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많은 이
가 지닌 공동선을 정의하고 인식하며, 이러한 선을 지키고 살려나가는
일이 누구의 책임이고, 또 누구를 위한 책임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여기
에서의 핵심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교가 갖는 우월한 권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이러한 문제를 특별히 민감하게 그러나 절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론은 평온함, 용기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요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 안에서 책임을 가진 이들과 주교가 지게 되는 해명의 의무 는 다
양한 방향을 향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1)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 주교들이 직접 봉사하는 신자들과 더 넓은 사회 구성원에게, 3) 교회
와 주교단 또는 기관의 회원 서로에게, 4) 교회법과 국법 모두에게 해명
할 의무를 진다.” 해명하는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 체제가 도움
이 된다. 감사 기관은 조사할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되어
야만 한다.(캐나다 주교들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미성년자 보호 기관
인 Praesidium 과 Virtus 로부터 받은 도움을 언급한다.)

그래야만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절차와 보호 수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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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 번째 측면은 바로 투명성 이다. 사실 해명
의 의무는 진행된 절차, 책임자들의 결정과 행동이 ‘효과적이며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제때에’ 다른 관련된 개인들에게 전달될 때
만 완수된다고 할 수 있다. 소통에서 진지함과 진실함을 갖추고 정보 접
근성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보호 개선을 위해 외부 도움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과거 수많은 악과 비극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은폐 경향과는 명백
히 정반대로 가는 행동이다. 이는 아주 중요하며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다. 이는 복잡한 도전인데, 왜냐하면 종종 투명성에 대한 기대치가 오늘
날

(또한 교회의 권위 혹은 그런 종류의 권위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인해)

매우 높고, 때

때로 심지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의무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도전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격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투명
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 수행에는 어둠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8)
만일 담론이 주교들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
게 나아간다 해도 거기에서 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성 학대가 가져온 위
기는 분명히 ‘인간적 나약함, 성性, 직무 수행’과 같은 여러 다른 측면들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며, 봉사보다는 권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성직주
의’clericalismo 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종이 여러 번 지적했
던 것처럼 교회 내 관계 쇄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이다. 오류에 대한 인정과 깊은 명예의 실추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8)

2016년 2월 13일 멕시코 주교들에게 준 프란치스코 교종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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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성 학대의 고통에서 개개인을 위한 치유의 은총만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회 쇄신의 은총이 솟아날 것이다.”
로날드 파브로Ronald Fabbro 주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헌을 캐
나다 주교회의에 소개하면서 개인적이며 감동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 문제가 있어왔지만, 동시에 성령께 대한 기도와
신뢰가 있었던 자신의 17년간의 주교직을 떠올렸다.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체험했던 은총은 저를 참으로 새로운 방식으
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매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제 주교직을 살아낼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역시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위한 은총의 순간이며 우리를 약하
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열어줍니다. 참된 사목자가 된다는 의
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9)

교회법 규정의 적용을 위한 ‘지침’

캐나다 문헌의 두 번째 부분은 보다 기술적이고 구체적 의미에서 ‘지
침’Linee guida 이라고 정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책임자
들(주교, 동방 교회 교구장, 수도회 장상들 등)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
고히 하고 성직자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의 확인된 사례나 보고에
대해 교회법적이며 사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
Linee guida 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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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정을 거쳐 수도회의 평수사나 교회의 권위에 속한 조직에서 공
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평신도가 행한 학대에도 적용될 것이다.
관련된 핵심적인 교회법 규정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2001)이다. 베네딕토 16세가 2010년
에 이를 개정하며 ‘중대범죄’crimini pi gravi 에 미성년자 포르노를 포함시
켰는데, 이는 전 세계 보편 교회 안에서 효력을 가지며 엄격하게 지켜져
야 한다. 이 법규는 ‘적어도 거의 확실시 되는’ 학대를 받을 때마다 주교
가 ‘예비 수사’inchiesta preliminare 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보
고가 확실하다고 확인이 되면 조사의 결과를 신앙교리성에 보고해야 하
며, 신앙교리성은 사법 절차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법적’giudiziale
방식 혹은 ‘행정적’amministrativa 방식을 따를지 지시한다. 예비 조사의 시
작부터 직권자는 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해야 한다. ‘지침’Linee guida 과 그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 용어와
필수적인 법적 정확성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앙교리성
의 검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간 그러
한 문제들을 담당해온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커다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본질적이며 지혜롭고
명확한 법 규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교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한다. 중요한 점은 교회적 친교의 표현으로서 이 규정들을 성실하게 지
키고 동시에 학자들이나 교회의 책임자들은 지속적으로 오늘날 세상의
커다란 문제와 관련된 교회법이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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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보편 교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 주교회의의 ‘지침’Linee
guida 은

반드시 각국의 시민법을 존중하며 응용해야만 한다.10) 사실 – 신

앙교리성의 지침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 교회는 이 분야에서 국가의
권위와 맺는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하
고 논란이 되는 점은 각국의 적절한 기관들에 고발하거나 알려야 할 의
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상황과 법체계는 매우 다르다. 때문
에 여기에서 그러한 논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국가를 위한 ‘지침’Linee guida 은 지역 주교들이 사목의 의무와 법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지혜롭고 일관된 태도로 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명확한
지침이어야 한다. 캐나다 문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다.
실천적인 지침으로 넘어오면 캐나다 ‘지침’Linee guida 은 직권자(주교 혹
은 총장)가

학대와 그 보고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리

자(혹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적어도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의회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이 평의회는 진행 절
차의 개정에도 기여하며 교구 간 혹은 수도회 간의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다. 공식적인 대변인의 임명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자나 책임자
와 구분되며 매체 보도를 위함이다. 지침은 이러한 교구의 절차를 성직
자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잘 알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은 쉽게
대리자와 접촉할 수 있게 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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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지침은 고발된 사람의 권리 보장과 부당하게 고
발된 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교구의 서비스: 베르가모의 사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각 교구에서 성 학대 혹은 위험 상황에 관련된 보
고를 받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구성
하고 분명한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많은 교구들이 이미 의미 있는 경험
을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중요한 표본을 만들었다. 이는 성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나
의 모범으로 베르가모 교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구는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도록 구성된 특정한 교구청 사무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교구 서비스’Servizio diocesano per la tutela del minore 를 개설하였다.
이 서비스의 첫 번째 분야는 당연히 보고를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
이다. 보고의 확실성을 최초로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

(특별히 그 사건이 성직

자를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해서 주교가 ‘예비 조사’indagine previa 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주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고를 수령하고 처리하
기 위한 절차’가 고유하게 마련되었는데, 보고를 수령하는 면담을 위한
실천적, 심리적 그리고 대화적인 지침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보고의 진실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한 지침들도 포함되는
데, 이 심층 조사에는 다양한 전문가들(형법, 심리학, 교회법, 사목 그리고 소통)로
이루어진 간소하면서 쉽게 소집할 수 있는 ‘작업 부서’Gruppo di lavoro 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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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게 된다.11)
교구 서비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분야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는 예방 활동, 즉 정보 제공과 양성에 전념한다. 교육과 젊은이에 대한 사
목 분야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고려한다면 사실 예방이 그 요점이 되는
참된 미성년자 보호의 ‘문화’cultura 를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복, 교육 심리, 법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부
서’Gruppo di studio 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특정한 학대의 사례를 다루지
않고 대신 교구의 다양한 생활과 활동 현장을 위해 바람직한 절차와 실
천을 찾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이 부서는 출판물이나 보조 문헌들을
작성하고 본당들과 다른 교회 기관들을 도우며 사목자, 가정, 신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단계의 양성을 위한 학회나 회의, 모임을 조직한다. 인터
넷과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위험(사이버 폭력, 피싱, 소아성애 등) 문제를 담당
할 젊은 일꾼의 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모든 활동은
당연히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 전문화된 다른 단체나 기관들 그리고 교구
부서(청년 사목, 가정 사목 등을 위한 부서), 관련된 협회나 조직들과의 적절한 상
승효과를 통해 발전한다.
본당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은 -‘모범적’esemplare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직 ‘본당의 미성년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좋은 실천’을 다루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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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교구 회람이다.12) 이는 경험에 대한 주의 깊은 반성의 결과로서
소중한 실천적 지침들이 풍부하다. 활동 중 미성년자를 만나는 이들의
선택, 봉사자들의 양성, 환경과 공간 관리,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들의 활
동에 대한 그들의 동의, 기술 도구의 사용, 인터넷 사이트와 기사들에서
미성년자의 이미지 출판 등에 대한 지침이 있다. 이상의 목록은 예방이
강박적인 염려가 아니라 점점 우리 사목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자발적
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방식’modo di guardare 이 되어야만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교구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오직 잘 조직된, 필요한 자원이 충분한 소수의
교구만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교구들과 교회 기관들 간 협력
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는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지역주의에
서 벗어나 함께 일하고 걸어가려는 의욕을 북돋으며, 그 무엇도 지역이
나 교구 간 차원 등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는 일을 방
해하지 못 한다. 결국 교회의 삶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성
직자나 교구의 구조적인 차원 혹은 수도회에 소속된 이들에게만 제한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미성년자와 젊은이들이 관련된 수
많은 활동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활동들 역시 보호와 예방을 위한
인식과 책임을 발전시켜야 한다.13)

12)

참조: http://ftp.bergamo.chiesacattolica.it/CIRCOLARI/pieghevole16WEB.pd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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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책임자 양성: 그레고리안 대학의 미성년자보호 센터CCP

선언한 원리를 매일의 삶과 활동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능
력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보호가 최근 20년간
매우 발전한 분야임에도 새롭고 적절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문제에 직면해 왔고 보다 긴급한 나라들
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의 광범위한 – 체험과 자
원 그리고 유용한 전문성이 부족한 – 지역에서 그런 노력은 여전히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2012년에 그레고리
안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소 소속으로 미성년자 보호 센터Center for Child
Protection, CCP 를

개설하였다. 이 센터는 양성 프로그램, 학회, 소통, 연구를

통해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촉진해 왔다. 센터에 영감
을 준 원리들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1) 무엇보다 피해자를 우선하며,
2)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인격에 대한 그리스도교 비전을 지니
고, 3) 신앙과 신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영성을 가지고, 4) 문화의 다양
성을 주의 깊게 존중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5) 심리학, 사회학,
시민법과 교회법, 신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 간의 다학제성을 갖춘다.14)

는 카리타스의 다양한 기관 활동이 있다. 국제 카리타스는 2004년부터 아동 보호 정책
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의 ‘해외발전을 위한 가톨릭 기관’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은 2015년 지극히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아동보호정책」Child Protection
Policy 을 발간했다. 전체 문헌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볼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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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문제들의 긴박성 때문에 서로 다른 대륙의 30개가 넘는 나라
에서 다양한 교육(신학, 법, 심리학, 심리치료, 의학, 교육학 등)을 받은 수많은 학생
들이 왔다. 그들에게는 최소 학사 학위가 요구된다. 후보자들은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인재 마련의 관점에서 국
가나 교회 권위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다.
CCP에는 단지 관련된 내용만 가르치지 않는다. 방법론이 매우 중요
하다. 학생들이 다루어야 하는 상황과 과제가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들
안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방법론은 학생 집단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집중한다. 방법론의 목적은 그들이 ‘한 번에
모든’una volta per tutte 완성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인식과 그것들 간의 관련성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조성하며 자신이 일하게 될 구체적인

(문화적, 사목적, 법적 등의)

맥락

에서 적절한 대답을 찾는 역동적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센터가 제공하는 양성의 첫 단계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전체 한
학기 길이의 학위 과정이다. 교과 내용은 아동기, 성과 사람들 간의 관계,
학대의 피해자들(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그 결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돌볼 것
인지),
들),

가해자들(그들의 인격과 학대의 원인과 역동성, 법적인 수단과 치료적 영적인 개입

공동체와 학대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식, 예방과 가능한 수단으로 구

성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선택지의 심화
과정과 실습 및 그에 대한 성찰 주간(피해자 면담과 양성을 위한 회의 준비 등)이
다. 학기가 끝나면 학위를 취득한 이들이 자신들의 선지식을 활용해서
중요한 봉사를 많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들은 학교나 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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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일하거나 예방을 위한 양성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교회법 전문
가들은 자신들의 교구에서 예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심리 치료사
들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그들과 동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학생들에게 학위가 수여 되었는데 올해에는 보다
높은 학위를 주기 위한 대학원 과정, 미성년자 보호 석사 학위 과정이 시
작되었다. 취득을 위해서는 2년이 소요된다. 첫 학기는 이미 위에서 설명
한 디플로마 취득 과정과 동일하며 3학기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따른
국가 현장에서 실습 양성 기간으로 구성되며, 2학기와 4학기는 이론적
심화 과정인데 일부는 공통 과정이고 일부는 다음의 4가지 분야로 방향
이 나뉘어 있다. 1) 신학과

(당연히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성직

자 혹은 수도자 양성, 2) 학대 사례와 관련된 교회법, 3)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교육, 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학과 심리치료이다. 수업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로우며, 이 글의
앞부분에서 확인된 요구 사항들의 많은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향도
잘 잡혀 있다. 이 심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역량의 다양성과 완성도는 인
상적이다. 이 과정은 성 학대와 그 예방의 문제와 관련된 참으로 적절한
학문적 체계를 제공한다.
당연하게도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렇게 심화된 전문 교육을 위해 로
마나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CCP는 e-러닝e-learning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대학이나 양성 센터에서 유용한 양
성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교과 내용들은 앞서 말했던 주
제들과 관련되어 있고, 문서, 영상, 도표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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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심화를 위한 참고문헌과 기타 교육 자료들도 제공된다.
현재 세계 (무엇보다 남미와 아프리카) 약 30개국의 56개 기관이 CCP와 연
결되어 있으며 e-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학
교, 수도회, 교구, 신학교, 대학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CCP는 더 풍성한 체험과 깨달음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지역과 문
화가 주는 해석을 얻게 되었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 일차적으로 개발된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를 더욱 적절한 방식으로 토착화시키는 데 큰 배움
이 되는 소중한 일이다.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명을 시초부터 특징지었던
보편주의적 관점은 이렇게 미성년자 보호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인간 사
회와 교회 전체에 봉사하며 실천되고 있다.

몇 가지 결론적 고찰

지금까지 주교회의 문헌들, ‘지침’Linee guida , 교구 서비스, 행동 강령,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양성 계획의 몇 가지 ‘사례들’modelli 을 소개하였다.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의 사례도 쉽게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인터넷
에서 다양한 언어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보편 가톨릭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체험과 사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들은 단지 성적 학대의 현실과 중대함, 복잡함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나 두려움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그보다는 책임과 해명,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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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결단력 있는 태도로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책임, 해명의 의무, 투명성)
이는 –사목자와 신자들에게 있어- 사람의 거룩함과 관계의 거룩함이
있는 쇄신된 교회를 향한 깊은 영적 회심을 전제하며, 순수한 봉사 태도
는 복음 선포와 교육 사명의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세상이라는 보다 넓은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는 미성년
자의 보호와 성 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회와,
인간적으로 가난한 수많은 교구와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자원과 역량을
분배하고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공동 합의적’sinodale
연대성을 전제로 한다. 오는 2월에 있을 각국의 주교회의 의장들 간의 만
남은 이러한 길에서 ‘중심’al centro 에 있는 이들이나 ‘변두리’periferie 에 있
는 이들을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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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세계 교회의 사명
PROTEZIONE DEI MINORI:
UNA MISSIONE GLOBALE PER LA CHIESA IN USCITA✽

페데리코 롬바르디 S.J.✽✽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옮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이전에 다룬 두 기사1)에서 우리는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적 학대로 인한 위기 상황과 2019년 2월 21일에서 24일까지2) 바티칸에서
세계 주교회의 의장단이 만나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에 대한 몇몇 방향을
간략하게 다뤘다. 이 세 번째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넓은 맥락
에 놓고 오늘날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이 문제가 갖는 중요
성을 더욱 이해해보려 한다.
우선, 전반적인 미성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개략적으로 언

✽

La Civilt Cattolica , 4048 I (16 febbraio 2019), 329-342.

✽✽ Federico Lombardi S.J.
1)

Federico Lombardi, “Verso l’incontro dei vescovi sulla protezione dei minori”, La
Civilt Cattolica , 4044 IV (15 dicembre 2018), 532-548; Ibid., “Protezione dei minori:
dalla consapevolezza all’impegno”, La Civilt Cattolica , 4046 I (19 gennaio 2019), 161175.

2)

편집자 주: 이 글은 모임 5일 전인 2월 16일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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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것이다. 성적 학대 문제도 여기에 연관된다. 그다음 ‘디지털 세계’
mondo digitale 의

발전에 주목하여,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미성년자 권리 침

해의 형태들이 어떻게 급속하게 진화하는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예
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미성년자 폭력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

점차 세계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어린이 권리 선언」(1959년)과 세계 196개국(미
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이

비준한 후속의 「아동권리협약」(1989년)에 표현되

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
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라고 엄숙
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작고 약한 이
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
좌는 이미 1990년에 앞서 언급한 협약을 지지하면서, 바티칸 시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그 관할권에 직속된 이들, 곧 교황청 관료들과 외교관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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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 주목해야 한다.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
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
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trtyInfoP.do?mod
e=4&trtySeq=188&chrClsCd=010202&vSct=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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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정을 준수하게 하였다.4) 이 좁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 교황청은 협
약에 포함된 원칙을 모든 국가와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널리 전하여
그들이 자체 능력 범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범과 시행 조
치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교리에서 어린
이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류 전체에 극히 귀중한 자산으로서 법적 체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말한다.5)
최근 2015년에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30 어젠다’(OSS)를 달
성하기 위한 노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목표 16.2는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
절한다.”이다. 여기에다 목표 5.2는 더 상세하게 여성과 소녀들을 언급한
다.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와 온갖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
사적 영역에서 성인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기관과 단체가 수집한 아동학대에 관해 이
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매우 단편적이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사
례가 매우 많아 대체로 실제보다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에

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도 불확실하지만,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좌가 국
가의 관할권에 따르는 가톨릭교회와 지역 기관에게 협약을 시행하라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은 명백하다. 사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이 협약을 이행하려는 사도좌의
모든 시도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
는다는 원칙도 위반할 수 있다. 참조: “Comments of the Holy See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http://www.vatican.
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2014/documents/rc-seg-st-20140205_concludingobservations-rights-child_en.html/

5)

참조: 『간추린 사회 교리』, 244-2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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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력 연구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공식’ufficiali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음이 이제 분명해졌고 반드시 개인 증언에 기반을 둔 보고서를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6) 성적 학대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경우에도, 이따금
희생자들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또는 불신 때문에, 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적어도 셋 중 한 사례 빈도로 발생한다.7) 더욱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전혀 충분하지 않
다. 유니세프의 로렌스 챈디Laurence Chandy 는 앞서 언급한 목표를 측정하
고 달성할 방법에 관한 자료가 없는 나라가 64개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5
억 2천만 명의 어린이들과 연관된다.
그렇지만 정확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6.2’를 평가한다는 면에서,
일군의 미국 소아과 의사들이 96개국에 관한 품질 보고서 38편을 바탕으
로, 한 해에 걸쳐 벌어진 아동 폭력 실태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평가하
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주된 폭력의
형태는 여섯 가지, 즉 학대,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 폭력, 배우
자 사이의 폭력과 가정 폭력, (인신매매와 온라인 착취를 포함한) 성폭력,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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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이 최근 보고서는 성적 학대의 경우 공식 자료보다 30배 이
상 높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75배 이상 높은 통계를 보여준다. Stoltenborgh의 두 기
사 참조: 8, 9항 인용, Susan Hillis et al.,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Pediatrics , n.137,
(2016, 3)의 주석 8번과 9번에서 언급한 Stoltenborgh 외의 논문 두 편 참조.

7)

Telefono Azzurro의 리플렛 ‘성적 학대와 소아성애증’Abuso sessuale e pedofilia 에 인용
된 Thorn 단체(2017)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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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리적 폭력이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세계 어린이의 절반 이
상—2세부터 17세 사이에 있는 10억 명 이상—이 지난해에 폭력을 당하였
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최소 추정 비율은 어린이의 50%
에 달한다.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아시아
에서 7억 명 이상, 아프리카에서 2억 명 이상, 남북미와 유럽을 합쳐 1억
명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을 뜻한다.8) 어쩌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이
기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극적인 상황에 대해 어째서 더 강한 반응이 없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
세계 미성년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문제를, 간략하고 단편적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폭넓은 관점에서 보려면 2017년 유니세프 보고
서 「친숙한 얼굴—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서 발생하는 폭력」A familiar Face.
Viol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도

참조할 수 있다. 보고서는 네 가

지 구체적인 형태의 폭력, 즉 어린 시절의 폭력적인 규율과 가정 학대에
대한 노출, 학교 폭력, 청소년기의 폭력적인 죽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의 성폭력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말하듯이, 미성년자들이
당하는 폭력 체험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환경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
족의 일원들에 의해 일어난다. 이 보고서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를
들면, 2-4세 어린이의 4분의 3은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그들을 돌

8)

Hillis et al.,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n.5. 세계보건기구의 해설도 이 연구를 언급한다.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violence-against-childr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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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규율에 시달린다. 더욱이 5살 미만 어린이의 4
분의 1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장 위험하다. 강제 성관계
를 겪었다고 하는 여자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최초에는 가까운 사람
이나 아는 사람(지금 또는 전 ‘남자친구’, 동료, 가족 일원)에게 피해를 당했으며 그
시기는 청소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1%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 수가 여자들보다 훨씬 적더라
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보고서의 한 구절을 보자.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난다는 인식이 종종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친구, 친한 동료와 같
은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의 큰 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멕시코에서 실행
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7%, 여학생의 5%가 지난 12개월 사이
에 동료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남학생의 4%, 여학생의 3%가 성행위를
강요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 미국에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즉, 12-18
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한 학년

동안 학교에서 알게 된 사람(다른 학생들, 교사들, 교내 직원들 그 외에 학교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에

의해 직접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몇몇 형태의 성희롱을 당했다.9)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는 특정한 배경과 상황에서 특히 빈번하

9)

A Familiar Face: Viol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Rapporto Unicef,
New York, 3 novembre 201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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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각하다. 예를 들면, 유럽으로 흘러드는 이민자들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성적 착취 현상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
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5년에 당국에 신고된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 가
운데 1/3에 가까운 수인 3,500명의 거취가 더는 추적되지 않았다.10)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 수집 또한 이 현상의 불법적이고 은
밀한 성격 때문에 어렵다. 이탈리아에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회들
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10%, 즉 약
2,500명에 달하며, 그중에서 75%가 여자아이, 25%가 남자아이이다.11) 미
성년자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쟁점은 이렇게 매춘 및 여성 존엄성 보호
에 관한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에 관하여 성 관광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자료 확보가 진정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세계관광기구는
매년 전 세계 3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국을 방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추정한다. 가장 인기 있는 대상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
질,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를 들 수 있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캄보디
아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원정 가는 이들의 국적은 주로 프랑스, 독일, 영
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이다. 성 관광객 가운데에서 여성이 10%를 차지
하며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12)

10)

참조: Studio multi-paese sui drivers della violenza all’infanzia. Rapporto Italia ,
(Firenze: Istituto degli Innocenti, 2016), 40.

11)

Ibid., 55.

12)

이 분야에서 ECPAT 보고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 보고서가 그 중요성을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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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분명 충격적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에 많은 국제 · 정부 · 비정부 기
구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법률 · 사회 · 교육 ·
경제적 개입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디어와 에너지 그리고 영감은 부족하지 않다. 예를 들
면, 세계보건기구의 주도 아래, 유니세프를 포함한 10개의 대형 국제기구
가 ‘인스파이어’Inspire 프로젝트, 즉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일곱 가지 전
략’을 만들었다. 또한 세계 도처에 포진한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들이 미
성년자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 가톨릭교회는 교육, 자선, 의료 활동을
통해 통합적 인간 발전의 최우선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위험과 폭력 앞에 놓인 미성년자의 존엄성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통신 기술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가 사는 세상은 이미 빠른 속도로 변하였고 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
리하여 오늘날 ‘디지털 세계’mondo digitale 를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
니며,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생활과 동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
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활동과 관계 안으로 들어오며, 특히나 이 환
경에서 나고 자란 미성년자에게 더욱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인터넷이 온

여준다. http://cf.cdn.unwto.org/sites/all/files/docpdf/global-report-offenders-move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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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좋은 것과 이점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와 함께 사람들과 사회에 대하
여 위험과 어두운 면과 대단히 심각한 실질적인 피해도 가져왔다. 그 안
에서 이미 알려진 위험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발달하고 또
새로운 범죄행위가 고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존엄성 침
해, 순진무구한 그들 몸에 대한 폭력이나 착취와도 관련이 있다.
범죄행위 가운데 특히 끔찍한 형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이다. 아동과의 성행위가 온라인에서 스트리
밍 서비스를 통해 ‘직접’in diretta 그대로 실시간 전송되어 멀리 떨어진 곳
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시청한다. 그들은 이런 식의
학대를 주문하고, 지불하며, 심지어 학대 과정에 대해 지령을 내릴 수 있
다.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폭력과 착취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다. 이 끔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인 시설을 갖춘 센터, ‘어린이 섹스 웹캠
센터’Child Sex Webcam Centers 가 생겨났고, 특히 몇몇 아시아 국가에 설치되
었다.
최근 ECPAT와 인터폴13)의 합동 보고서는 필리핀 당국이 이런 현상
에 맞서 싸운 노력의 결과로 그 현상이 태국으로 건너갔고, 착취를 목적
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를 이 센터들에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메콩

13)

역자 주: ECPAT International(방콕 거점 국제 단체)과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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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14)고 지적한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와
싸우는 일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식별하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
와 싸우는 데 필요한 국제 협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웹캠 센
터 운영은 불법이므로 일반적으로 다크웹dark web 에서 이루어지며, 익명
을 전제로 하는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교환된다.
포르노가 온라인으로 세계에 확산되는 정도와 거기 연관된 사업의
규모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미성년
자들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adulta 포르노에 해당하
여 합법으로 여겨지는 포르노 사이트가 현재 전 세계 400만 개 이상이라
고 추정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는 포른허브PornHub 는 인터넷
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총 245억 회 방문이 있
었으며 이는 매일 8천1백만 명꼴로 방문한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비록 최
대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한 개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임을 유념해야 한
다. 포른허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사용자들이 45억 시간 포르노를 시청
하였다고 밝혔다.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 61%, 개인용 컴퓨터 28%, 태블
릿 11%였다. 즉, 72%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또한 미성년자
를 생각하게 된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습관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포르
노를 보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90%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고 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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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전 어느 세대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기의 버튼 하나만 누
르면 될 정도로 쉽게 포르노에 접근하지 못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만 봐도, 몇 년 전
교와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고등학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르노 연구에서

설문에 응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은 거의 모두가, 여학생은 2/3가 음란물을
보았다. 남학생 표본집단의 42%와 여학생 표본집단의 32%가 강간, 고문, 살
인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담긴 포르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남학생
33%, 여학생 26%가 여성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즐기는 비디오를 보았
지만, 소수는 여자가 남자를 고문하는 영상, 동물과의 성행위, 가피학성 음란
증15)의 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영상을 보았음을 확인했다.16)

이는 미성년자의 인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독이 초래하
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 젊은이들은 평생 어떤 남성관과 여성관을 갖게
될 것인가? 벨기에의 젊은 성性 과학자 테레즈 아르고Th r se Hargot 는 “포
르노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의 욕망에 따

15)

역자 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과 고통을 받으면서 쾌감
을 느끼는 성향을 지칭한다

16)

Patrizia Romito-Lucia Beltramini, “Watching pornography: gender differences,
violence and victimization. An exploratory study in Italy”, Violence against women, (17
ottobre 2011), 1313-1326, Studio multi-paese ,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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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여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
적하고 ‘포르노 여배우처럼 되려는 욕망’17)이 추론되는 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포르노물 중 상당수에 미성년자가 직
접 등장하며, 이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를 착취 또는 학대한 불법 행위
의 결과물이다. 미성년자 보호 문제 분석가들은 영상에 묘사된 미성년자
착취나 학대의 심각도에 따라 열 단계로 나누는 척도[유럽 소아 성애자 방지
정보 네트워크Combating Paedophile Information Networks in Europe , COPINE 척도라고 부른다]

를 만들었다.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판별하고 있
으며, 이 기준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개인 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기
도 한다. 그러나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성적 학대 사이트가 급격히 늘어
나고, 성적 고문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영상이 비례
적 증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이 영역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개발하고 그런 은밀한

134

17)

최근의 청년 시노드는 이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 최종 문서는 예를 들면 제
23항에서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또한 ⋯ 고립, 조작, 착
취, 폭력의 영역이 되기도 하며, ‘다크웹’dark web 이 그 극단적 예를 보여준다. 인터넷
은 또한 포르노를 널리 퍼뜨리고 성적 목적이나 도박을 통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통로
이기도 하다.” 제146항은 ‘공공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욱더 엄격한 정책과 도구를 장려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
해 말하고 있다. 테레즈 아르고의 책 Una giovent sessualmente liberata (o quasi) ,
(Venezia: Sonzogno, 2018)는 시노드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18)

참조: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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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시민 사회 조직과 협력
을 도모하는 법 집행 기관들(인터폴과 이탈리아 사이버 범죄 전담 기구)은 칭찬할
만하다.19)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인터넷상 이미지 교환과 관련된
문제의 또 다른 면 중에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또는 타인의 주
도와 회유의 결과이든 젊은이들이 만든 성적 이미지로 인한 문제가 있
다. 대체로 위험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기노출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행하는 섹스팅sexting 은 이를 만든 사람의 통제를 쉽게 벗어나
서 성적 이미지를 인터넷에 널리 퍼뜨리는 원천이다. 또 디지털 세계에
매우 심각하게 널리 퍼져 있는 참상(사이버 괴롭힘과 성착취)인 괴롭힘과 협박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는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입법자, 경찰력, 정보 기술자, 인터넷
운영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삶에 가장 가까운 세계, 곧 가족과 부모협회, 교육계, 심리학자와 의사, 큰
종교 공동체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여러 세력의 광범위한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2017년 10월 로마의 그

19)

ECPAT-인터폴 보고서 Toward a Global Indicator . 12항이 중요한 예이다. ‘인터넷 감
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이 수행하는 감시와 보고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재단
은 자료와 그 분석을 가득 담아 연례 보고서(annualreport.iwf.org.uk/)를 발간한다. 이
탈리아에서는 ‘소아성애와 아동 포르노에 대한 연례 보고서’Report Annual pedofilia e
pedopornografia 를 발간하는 포르투나토 디 노토Fortunato Di Noto 신부의 Meter Onlus
협회가 수행한 작업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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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리오 대학에서 ‘디지털 세계의 어린이 존엄성’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회의가 열렸고20) 중요한 「디지털 세상의 어린이 존엄성에 대한 로

마 선언」으로 끝났으며, 프란치스코 교종의 분명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
았다. 교종은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표현과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새롭고 넓은 공간
을 열었습니다. 이는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만, 보다시피 끔찍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새로운 수단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자유
행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세계로 퍼진 것처럼 우
리도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의 협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정보와 투
지를 갖고 범죄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고, 여러분은 나에게 제시한 ‘선언’Dichiarazione 에서 디지털 세계 내
미성년자의 존엄성 보호라는 도전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관계자 사
이에 구체적 협력을 증진할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약
속을 매우 단호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
우고,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기술 발전을 감독하고,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범
죄자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미성년자들의 재활을 돕고, 교육자와
가족이 미성년자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우며,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
과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교
육하는 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수성과 도덕적 성장을

20)

Hans Zollner-Katharina A. Fuchs, “La dignit dei minori nel mondo digitale”, La
Civilt Cattolica , 4018 IV (18 novembre, 2017), 333-338 참조. 로마 선언의 텍스트는
www.childdignity.com/blog/declaration-of-ro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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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 이 도전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21)

회의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바란 대로 이 약속을 지속하기 위해, 이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참여하는 ‘어린이 존엄성 동맹’
Child Dignity Alliance 이

설립되었다.22) 예를 들면 최근 영국 의회는 한편으

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연령을 파악하여 미
성년자의 포르노 사이트 탐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그 규정
은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수 있다. 이 계획은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 미
성년자 보호에 관여하는 51개의 비정부기구와 조직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는 인터넷 운영을 보증하는 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s 에

압력을 가하여, 최상위 도메인

‘.com’과 ‘.net’을 할당할 때 등록된 사이트의 콘텐츠를 미성년자 보호라
는 관점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했다. 사실 아동 포르노 자료
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3분의 2 이상이 이용자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두 가지상위 레벨 도메인Top Level Domains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다.23)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종교 간 만남이 로마 회의
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행된 일이었다. 이 회의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21)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gress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 6 ottobre 2017.

22)

참조: www.childdignity.com/coalition

23)

Federico Lombardi-Carlo M. Polvani, “Per la protezione dei minori. Un controllo
efficace della rete”, Oss.Rom. , 20 settemb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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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파, 유대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바하이교, 신도 및 기타 종교들
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알아자르의 대大 이맘 아흐메드 알
타예브가 참석하였고, 루이스 타글레 추기경 등이 가톨릭교회를 대표하
여 참석하였다. 만남은 「디지털 세계에서 미성년자의 존엄성을 보호하
는 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종교 간 동맹」24)이라는 새로운 공동
선언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여정의 중요한 행보
이다.

아동 보호와 성직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

이 세상과 디지털 세계에서 온갖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미성년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쓴 이 글이, 이 힘든 시기의 가장
구체적인 주제 즉, 성직자들과 가톨릭교회의 기관 책임자들에 의한 미성
년자 성적 학대와 과연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관련이 있다’s 이다. 하지만 최근의 문제를 철저히 규
명하는 데서 벗어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이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선의를 지닌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미성년자는 매우 중요하고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신자에게 그들은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받는 학대도 심각한 일이며 마땅히 분개할 일이다. 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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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황에서 성적 학대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
재하며, 그 경험은 미성년자의 존엄성과 인격의 발달에 더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건들 중 하나(어쩌면 유일한 사건)가 된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모든 미성년자가 누릴 자격이 있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성
장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가톨릭교회는 특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해 온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많은 여자 수도자
들과 교육자들, 남자 수도자들과 사제들이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바친 헌신은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
이 신앙을 증언하러 갔던 인류사회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소중한 봉사였
다. 많은 성인 성녀 교육자들은 빛나고 지속적인 모범을 보였다. 어찌 감
히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 타락하겠는가?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과
돈 보스코 성인의 ‘자녀’figli 이며, 영웅적인 헌신과 미덕을 갖추고 영혼을
돌본 목자들의 후계자인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유산을 보존할까? 어떻
게 우리는 세상의 미성년자들, 소년 소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 그 유
산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하고 선의 가능성도 악의 가능성도 우리 모두에게 어지러
울 정도로 늘어난다. 특히, 수억 명의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동반을 받지
못한 채로 소용돌이치는, 그래서 위험한 디지털 세계의 발전 물결에 휩
쓸리고 있다. 이 문제에서 저명한 학자 마이클 세토Michael Seto 는 이 상황
을 효과적으로 서술한다.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사회적 실험
한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이 새 세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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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까?
신자들, 특히 신앙이 있는 교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열쇠를 찾으며, 하느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사람의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지닌 존엄성과 아름다움, 그들의 풍부한 감
성과 강렬한 감정,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 영역인 섹슈얼리티에서 찾을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한 가장 크고도 순수한 존중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
하겠는가?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의 성장을 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 성적 소유와 만족을 향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급속히 퍼
지는 포르노라는 부패,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존중 결여에
서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교육자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의 성숙의 길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안내자와 동반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신뢰성
을 오늘날에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적으로 ‘그럴듯한’presentabilit 정
도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한 내적 열정, 악의 근원과 효
과적으로 싸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뿌리를 식별하려는 더 근본적
수준까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도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짊어진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학대에 맞서는 지금의 싸움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그럼으로써 가톨릭교회는 이 시대 인류에게 봉사하는 사명
안에서 자신 있게 임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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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가톨릭교회는 교회 안에서 미성
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음을 한층 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중
대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피해자들과 여론 앞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고통스러운 경험과 회개와 정화의
노력으로 얻은 기술에 따라, 교회는 오늘날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전 세계에서도 더욱
더 깊고 선견지명이 있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데 특별히 중대한 의무를 느끼
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혼자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진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든 세력과 구성원
들에게 효과적이고 친절한 협력을 제공하면서 수행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에
서 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유엔이 명시한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와 착취, 인신매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목표 16.2)는 목표를
고수합니다.25)

25)

Francesc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 , 6 ottob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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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ERVAZIONI PSICOLOGICHE
SUL PROBLEMA DELLA PEDOFILIA✽

조반니 쿠치 S.J. – 한스 졸너 S.J.✽✽
임숙희 레지나 옮김 (엔아르케성경삶연구소)

최근1) 언론 보도들은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일으킨, 특히 아일랜드
와 독일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뒤이어 교
종 베네딕토 16세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목 서한을 썼다.2) 본
지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오래된 문제를 다루었다.3) 그러나 문제가
지닌 심각성과 최근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슬픈 현실로 인해, 여기서는

✽

La Civilt Cattolica , 3837 II (1 maggio 2010), 211-222.

✽✽ Giovanni Cucci S.J. - Hans Zollner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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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자 주: 여기서 최근은 2010년 초를 의미한다.

2)

참조: Benedetto XVI, “Lettera pastorale ai cattolici irlandesi”, La Civilt Cattolica ,
2010 II, 62-72.

3)

참조: Gianfranco Ghirlanda, “Doveri e diritti implicati nei casi di abusi perpetrati
da chierici”, La Civilt Cattolica , 2002 II, 341-353; Giovanni Marchesi, “La Chiesa
cattolica negli Stati Uniti scossa dallo scandalo della pedofilia”, La Civilt Cattolica ,
2002 II 477-486; “Il problema della pedofilia”, La Civilt Cattolica , 2002 IV, 107-116; “L’
impegno della Chiesa degli Stati Uniti contro gli abusi sessuali sui minori”, La Civilt
Cattolica, , 2003 I, 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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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심리적–사회적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소아성애pedofilia 의 심리적 특성

심리학에서 ‘변태’perversioni , ‘일탈’devianze , ‘변태성욕장애’parafilie 라
고 부르는 요소와 유사한 특성이 소아성애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이 용
어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성적 흥분이 촉발되는 장애를 가리킨다. 어떤
사물이나 의상을 보거나(페티시즘), 자신과 다른 성별의 옷을 입거나(복장
도착),

타인의 성행위를 지켜보거나(관음증), 자기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

주거나(노출증), 파트너를 모욕하고 폭력을 가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
거나(성적가학장애,

강간),

아동과 청소년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성

관계를 하는 경우(소아성애, 청소년성애)가 있다. 미국 심리 학회Associazione
Psichiatrica Americana (APA) 에서

1994년, 1987년에 펴낸 DSM IV; DSM III-R

을 이어 2000년에 출판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Manuale
Diagnostico e Statistico dei Disturbi Mentali (DSM IV-TR)은 ‘변태’
perversioni 와

‘일탈’devianze 과 같은 용어를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

들에 판단과 도덕적 뉘앙스, 달리 말하면 ‘비학문적인’non scientifici 어조가
담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태성욕장애’parafilie 라는 용어만
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1992년 제네바에서 발표된, 『국제질변분류』 제10
판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10) 에서도 같은 평가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변태성욕은 ‘임상’clinici 장애(이른바 Asse I

장애)로

분류되는데, 보통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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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장애’라는 의미이다.4) 이 장애는
조현병, 정서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물질사용장애 및 치매와 같은 정
신병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정신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
아성애는 16세 이상인 사람이 적어도 6개월 동안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행위나 성적 공상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과정은 대개
만성적이며 특히 남아에게 끌린다. 남아를 선호하는 소아성애자의 증상
이 다시 나타나는 비율은 여아 선호자에 비해 대략 두 배에 달한다.”5) 피
해자의 60%가 남아다. 소아성애는 노출증, 관음증, 성폭력, 알코올중독
처럼 변태성욕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6)
일반 정신역학의 관점에서 소아성애의 중요한 요소는 동등한 관계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소아성애자는 더 어린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데

4)

Associazione Psicologica Americana, Manuale Diagnostico e Statistico dei Disturbi
Mentali (DSM-IV), (Milano: Masson, 2004), [111], 51.

5)

Manuale Diagnostico e Statistico dei Disturbi Mentali DSM-IV-TR , (Milano: Masson,
2001), [F.65.4], 610 s;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Geneva: Author, 1992), [302.2].

6)

참조: Harold Kaplan - Benjamin Sadock, Psichiatria. Manuale di scienze del
comportamento e psichiatria clinica , vol. I, (Torino: Centro Scientifico Internazionale,
2001), 704; Gene Abel - Mary Mittleman - Judith Becker, “Sexual Offenders: Results
of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in Clinical criminology: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riminal Behaviour , eds., Mark H. Ben-Aron - Stephen
Hucker - Christopher Webster, (Toronto: Clarke Institute of Psychiatry, 1985), 191205; Ron Langevin - Paul Fedroff, Report to the Ontario Mental Health Foundation:
A 25-year follow up study of sex offender recidivism , Phase I, 2000; Daniel Paitich Ron Langevin et al, “The Clarke SHQ: A clinical sex history questionnaire”, Archives
of Sexual Behaviour , 6 (1977), 4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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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더욱 약하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아성애자가 지닌 열등
성의 차원을 보여준다.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존재가 심리적으
로 건강하다는 명확한 표시이다.”7) 심지어 소아성애자가 ‘사랑하는’volere
bene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이 말을 반복한다)

방식에서는 존중, 소

유하지 않음, 상대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 등 성숙한 애정과 사랑이 갖는
특징을 찾기가 힘들다. 소아성애자는 “아이에게 애정을 갖는 것이 아니
라 아이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애착한다. 그 아이가 어
른이 되면 ‘사랑’amore 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자신이 권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8)
그러므로 소아성애 문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빈도나 아이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부모, 교사, 스포츠
코치, 공동체 지도자, 사제 등이 교육 · 전문 ·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그런데 성인이 다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특별히 성
인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고립감을 느끼며, 내면세계와 관심사와 경향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아이들과의 접촉 빈도는 문
제가 된다.

7)

Stephen Rossetti, “Some Red Flags for Child Sexual Abuse”, Human Development , 15
(1994), n.4, 8.

8)

R. Karl Hanson, “Prognosis. How Can Relapse Be Avoided – Discussion”, in Sexual
Abuse in the Catholic Church. Scientific and Legal Perspectives , eds., R. Karl Hanson
- Friedmann Pf fflin - Manfred L tz, (Citt del Vaticano: Libr. Ed. Vaticana, 200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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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여가와 휴가를 누구와 함께 보내는
가?’ 소아성애자들과 청소년성애자들은 오로지 미성년자와 시간을 보내려
한다. 건강한 성인은 다른 성인들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 ⋯ 나는 아동성학대
자를 분별하는 심리검사를 할 때 피검사자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들은 드물지 않게 미성년자를 언급한다. 같은 의도로, 그에게 더 의
미 있는 개인 관계의 종류를 물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한다.

이 병증은 수동적, 폐쇄적, 의존적인 성격, 유순하고 순종적인 척하지
만, 실상은 상관에게 잘 보이면서 자신의 불안한 면을 숨기려는 성격과
종종 함께 나타난다.9)
특히 성장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징후로는 또한, 반사회적 행동, 폭력
적 경향, 때 이른 섹슈얼리티가 있다. 이는 말하고 상상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표현된다. 학대당한 적이 있는 이들은 대개 의식하지 못하지
만 유혹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
심을 받는 방법을 이것 말고는 달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보
이는 성적 행동이 미래에 그 아이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예견하는
‘경종’campanelli d’allarme 중 하나라는 공통적 확신이 있다. 성적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장난감이나 동물과의 성관계, 성적 화제에
대한 집착, 강박적 자위행위, 성적 활동에 대한 왜곡된 관심 등이다.”10) 이

146

9)

Rossetti, “Some Red Flags”, 7-8과 10.

10)

Alessia Salvatori - Stefano Salvatori, L’abuso sessuale al minore e il danno psichico.
Il vero e il falso secondo la rassegna della letteratura internazionale , (Milan: Giuf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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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과도한 성애화性愛化는 불행히도 감정에 손상을 입힌다. 이는 동면
상태로 남아 비성적非性的 관계, 곧 친밀함과 부드러움과 자기 증여의 관
계로 발전하기가 힘들어진다. 성性이 자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소아성애자의 성격personalit

소아성애자의 고유한 성격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
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향과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일은 드
물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 폭력 사례는 수치심이나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겨지고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가해자가
거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첸시스Censis 11)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대(84-90%)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27%는 가까운 가족에 의해 일어나는
근친강간이다.12) 연구에서 드러난 다른 사실은 보고된 성 학대 사례에서

2001), 187. 참조: Robert Lusk - Jill Waterman, “Effects of sexual abuse on children,”
in Sexual abuse of young children , eds., Kee MacFarlane - Jill Waterman, (New York:
Guilford, 1986), 15-29; Anna Salter, Treating child sexual offenders and their victims:
a practical guide , (Beverly Hills: Sage, 1988); Arnon Bentovim et al. eds, Child sexual
abuse within the family: assessment and treatment, (London: Wright, 1988).]
11)

역자 주: Censis는 1964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사회경제연구 기관이다. 1973년에는 몇
몇 공기업과 사기업의 참여 덕분에, 이탈리아 대통령령에 따라 법인기구가 되었다. 거
의 40년 이상 이탈리아의 사회 전반 각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와 컨설팅 활동을 해오고
있다.

12)

참조: Ray Blanchard - Philip Klassen et al., “Sensitivity and speci city of the
phallometric test for pedophilia in nonadmitting sex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 13 (2001) 118-126; Ron Langevin – R.J. Watson, “Major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paraphilics and sex 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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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소아성애 사건, 30%는 청소년성애 사건이며, 나머지는 성인 피해
자들이라는 점이다.13)
근친강간을 저지른 54명의 아버지 집단(28명은 친부, 26명은 계부)을 성적
학대를 하지 않은 아버지 집단과 비교한 시모어 파커와 힐다 파커의 연
구는 학대자들의 성격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에 항상 문제(거리감, 부재,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고, 정서적 애착 관계가
부족하여 자녀와의 신체 접촉도 부족하며, 특히 성인들과의 관계가 원활
하지 못하고,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을 겪는다.

학대하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비학대 아버지와 차이
가 있다. ⋯ 특히, 학대 부모는 비학대 부모에 비해 자녀가 정상적인 발달 과

(1996) 39-70. 유사한 자료가 이탈리아에서도 발견된다. “1991년에 522명이 기소되었는
데 그중 357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이들 가운데 338명은 피해자와 한 집에 살
았다. 나머지 165건의 가해자는 피해 미성년자와 모르는 관계였다. 2000년에는 총 621
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476명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이들 가운데 449명은 한 집
에 살았고 나머지 145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 미성년자가 모르는 사이였다.”[Massimo
Picozzi - Angelo Zappal , A Criminal pro ling. Dall’analisi della scena del delitto al
pro lo psicologico del criminale , (Milan: McGraw-Hill, 2002), 228.] 참조: A. Oliverio
Ferraris - Barbara Graziosi, Pedo lia. Per saperne di pi , (Rome – Bari: Laterza,
2004), 39f. Censis의 자료도 1998년 10월 27일에 이탈리아 급진당이 주관한 학술회의
“Pedo lia e internet: vecchie ossessioni e nuove crociate”에서 인용되었다. (참조: la
Repubblica , on-line, October 27, 199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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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료에서는 성범죄 비율이 100,000명 가운데 90명이라고 말한다. 참조: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Sex Offenders , (Ottawa: Statistics Canada
Juristat, 1999), 19 (3), Catalog n. 85-002-XPE. ‘청소년성애’efobofilia, efibilia 라는 용어
는 남자든 여자든 사춘기 청소년에게 특별히 느끼는 성적 매력을 가리키며 다음 자료
에서 K. Freund이 소개하였다. [참조: “Experimental analysis of pedophil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 20 (1982),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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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부로서 행동할 때조차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이 이
연구들에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하게, 학대하는 부모들은 무엇이 적절한 행
동인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더욱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
이 나왔다. 학대 부모는 비학대 부모보다 자녀들의 행동에서 더욱 스트레스
를 받는 경향이 있다.14)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이
는 폭력을 당한 체험이나 초기, 특히 이유기처럼 심리 발달 단계에서 예
민한 시기에 버림받은 경험과 연관되며, 그 결과로 자기 몸과의 관계에
서 심각하게 좌절하거나 오이디푸스적 패배의식을 갖게 된다.
반면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아이
들을 주의 깊게 돌보고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처럼 부모 역할을 겪는 방
식과 그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건강하지 않은’malata 상황이 관건 요소
이다.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리 남편 또는 대리 아내의 역할을 자
녀가 떠맡는 ‘하위 시스템’sottosistema 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주축의
‘가족 시스템’sistema familiare 이 훼손된다.

비록 책임은 항상 개별적이지만, 이런 사례의 심리학적 역동은 ‘선행’
predisponenti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내가 남편과 분리되고

딸과도 (너무 일찍) 분리되어, 부부가 둘 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점차 방기하

14)

Robert Emery - Lisa Laumann-Billings, “Child Abuse,”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eds., Michael Rutter - Eric Taylo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4),
328f. Seymour Parker와 Hilda Parker의 연구는 Danya Glaser - Stephen Frosh, Child
sexual abuse , (London: Macmillan, 1988) 참조. Ferraris - Graziosi, Pedo lia , 91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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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딸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부모 역할에서 ‘반려자’compagno 역할로
변하는 것이다. ⋯ 사례 연구는 부녀(또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근친강간 중
거의 절반의 경우에 부부 관계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잠자리도 함께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근친강간이 부부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측정 장치가 된다.15)

연구로 밝혀진 다른 사실은 소아성애자도 학대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인데, 가해자는 주로 남자였다. 과거 피해자였던 소아성애
자는 결혼했어도 아내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16) 그래서
자기가 폭력을 당했던 나이와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찾는다. 이것은 일
종의 회상이며 ‘강박적 반복’coazione a ripetere 이며, 과거 ‘범죄 현장’scena del
delitto 으로

돌아가 역할을 바꿔 경험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으

려는 불안한 시도이다.17) 어린 시절 학대당한 학대자들의 비율은 이런 범
죄 유형의 통계 평균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범죄 행동, 정신 건강
문제의 확연한 증가, 자살 시도 위험률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여기
에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이들에게 깊고 심각한 육체적 · 정신적 · 인지
적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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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erraris - Graziosi, Pedo lia , 93-94, 97.

16)

참조: Glen Gabbard, Psichiatria psicodinamica , (Milan: Cortina, 1995), 316.

17)

“성적 학대자의 30% 정도가 어릴 때 성적으로 학대당하였다.” [Pegi Taylor, “Beyond
Myths and Denial. What Church Communities Need to Know About Sexual
Abusers,” in America , (April 1, 2002), 9.]

18)

참조: R. Karl Hanson - Sheila Slater, “Sexual victimization in the history of sexual
abusers: A review,” Annals of Sex Research , 1 (1988), 485-500; Ron Langevin - Percy

조반니 쿠치

학대자 대부분이 학대(성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가정 내 육체 및 언어폭력, 애정 부
족, 대화 부족 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도 거꾸로, 모든 학대 피해자가 커서

학대자가 되지는 않는다. 많은 부분이 학대를 당한 연령, 학대가 발생한
상황에 달려있다. 단 한 번이었는지 또는 반복되었는지, 가해자가 모르
는 사람이었는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트라우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
려있다. 만일 피해자의 심리 구조가 충분히 강하고 균형 잡혀있다면, 불
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직면하고 저항할 능력이 있다면,
특히 이해받을 수 있는 가정환경이고 정서적으로 중요한 외부 인물이 있
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눌 수 있다면, 피해 경험과 자신을 분리해
서 두고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적응하는 방식
으로 난관을 대하는 이 능력을 ‘탄력성’resilienza 이라고 부른다.19) 그리하여
그 사건은 ‘대사작용’metabolizzato 을 거쳐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가능
성이 열릴 수 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례들 안에서도 단순한 인과관계를 생각하기가 불가능
하다.20)

Wright - Lorraine Handy,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who were sexually
victimized as children,” Annals of Sex Research , 2 (1989), 227-253.
19)

최근 연구를 통해 탄력성을 특징짓는 요소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다: 대
체로 긍정적인 기질, 정서상 중요한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 잘 발달한 인지능력, 풍부
한 표현. [참조: John Oldham – Andrew Skodol – Donna Bender, Trattato dei disturbi
di personalit , (Milan: Cortina, 2008), 337.]

20)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관해 수행한 1965년부터 2000년까지의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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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사제들 사이에서의 소아성애

지난 50년 동안 가톨릭 사제들이 저지른 약 3천 건의 학대 사례가 바
티칸 신앙교리성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되었다. 신앙교리성 검
찰관 찰스 시클루나 몬시뇰이 상기하듯이 “사례 중 60%는 동성 청소년
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청소년성애이며, 30%는 이성관계, 나머지 10%
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실제 소아성애에 해당
한다. 소아 성추행 혐의로 성직자가 기소된 사례는 9년 동안 약 300건이
다.”21)
자료 분석은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요소를 확인시켜준다. 학대 가
해 성직자 36명(그중 가톨릭 사제는 69%)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
(83%)이

미성년 남성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질렀고, 19%는 미성년 여성,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 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난다. “남
아로서 가까운 친척이나 여러 사람에게 심한 방식으로 폭력을 동반하여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학대당한 경우.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특히 8세 미만)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다. 그리고 학대자가 될 위험성도 더 크다.” 그러나 저자들은 ‘인과관계의 합리적 개연
성’을 말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려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파라미터로 나중
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가?’”(Salvatori – Salvatori, L’abuso sessuale , 188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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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ni Cardinale, “Chiesa rigorosa sulla pedo lia,” intervista a mons. Charles
Scicluna, Avvenire , (13 marzo 2010), 5. 보고된 사례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며 “2003-2004년 총 건수의 대략 80% 가량을 차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서 새로 보고된 223건의 사례에서 미국의 비율은 약 25%로 떨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2007년–2009년) 전 세계에서 신앙교리성에 보고된 사례는 연 평균 250건이었다. 많은
나라에서 보고가 들어왔지만 그 수는 한두 건이었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의 수는
늘고 있지만 학대 현상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전 세계 교구 및 수도회 사제들이 총
40만 명임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 통계 자료는 뉴스 첫 면을 채우는 아주 슬픈 사건들
이 주는 인식과 상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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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는 둘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학대 피해자 절반가량이 14세 미만이었
다.22) 학대자들의 다른 공통 요소는 그들 자신이 학대당한 적이 있다는
점이었다.23) 소아성애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보스턴 교구에서는, 범죄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고발된 사제의 수가 교구 전체 사
제 수의 2%였다.24)
보고된 전체 사례25)의 3%를 겨우 넘기는데도, 지난 몇 달간 뉴스들이

22)

참조: Ron Langevin, “Who Engages in Sexual Behavior with Children? Are Clergy
Who Commit Sexual Offences Different from Other Sex Offenders?”, in Sexual
Abuse , eds., Hanson - Pf f in - L tz, 39; Ron Langevin, “The clergy and sexual
offenses: Examining facets of past offenses and possible future preventive change”,
Lecture presented at Victimiz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ernational
Conference, New Hampshire: Portsmouth, 2002.

23)

미국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의 성 루카 센터는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
로 고통받는 사제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성 학대로 기소된 사제들의 3분의 2가 성 학
대의 피해자였다. [참조: Rossetti, “Some Red Flags”, 9; Curtis Bryant, “Psychological
treatment of Priest Sex Offenders”, America , (April 1, 2002), 14-17.]

24)

성직자성에서 행한 연구는 사제들 사이에서 성적 학대로 기소된 성직자 비율이 전
체의 1%가량임을 보여준다. (참조: Charles Scicluna,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y Catholic Priests and Religious: Description of the Problem from a
Church Perspective,” in Sexual Abuse , eds., Hanson - Pf f in - L tz, 23. 앞에 언급
된 아티클에도 거의 같은 자료가 나왔다. “보스턴 대교구에서 지난 50년 동안 약 3,000
명의 성직자가 활동했는데 같은 기간에 약 60명의 사제가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약 2%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950년 이래 필라델피아 대교구에 2,154명의 성직
자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prove credibili 기소된 사제
는 그중 35명, 즉 1.4%였다. 시카고 대교구에서는 그 비율이 필라델피아보다 약간 높았
다. 지난 40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한 2,200명의 사제 중에서 40명이 기소되었는데 이는
1.8%에 해당한다.”(참조: Marchesi, “La Chiesa cattolica”, 481.)

25)

“1988년 미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고발이 2,17만8천 건 있었다. 이는 미국 전
체 아동 인구의 거의 3%에 해당하는 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아 세 명 중 가
운데 한 명, 남아 일곱 명 중 한 명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성폭력을 겪는다.”(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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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일하게 가톨릭 사제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 · 교육 · 도덕의 맥락에서 사제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서 답을 찾
을 수 있다. 사제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해도 더 큰 충
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제 직무에 대한 신뢰 문제에 크나큰 반대를 일
으킨다. 사제상이 지닌 근본적인 상징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사제 신분
자체qua talis 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26) 그러나 다른 이유들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부 신문과 잡지에서 드러나게 표현되고 있다. 윤리와
성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
다. 그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침묵시
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다. 일부 가톨릭 사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외치는 주장에는 문제의 사제들이 대표하는 교
회의 가르침도 덩달아 아무 가치가 없으며 폐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

Repubblica , 24 agoto 1989, 16) 영국의 상황도 유사하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2,000
명의 어린이들이 약 200개 소아성애 조직의 일원에 의해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
다고 보고되었다.(참조: la Repubblica , 20 ottobre, 1990, 20)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
한 자료에 따르면 527건의 고소 사건 중 수도자가 포함된 성 학대는 17건이었다.(참조:
Il Foglio , 16 marzo, 2010, 2). 독일의 범죄학자 Christian Pfeiffer에 따르면 성 학대와 관
련된 사제의 숫자는 0.1%에서 0.3%이다.(참조: S ddeutsche Zeitung , 15 marzo, 2010;
http://www.liborius.de/nachrichten/ansicht/artikel/pfeiffer-ki.html, 16.03.20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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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한 미국 사제의 증언 참조: “지금, 단지 4%의 사제만이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모든 사제는 대중 앞에서 혐의자로 간주됩니다. 즉, 로만칼라만 차
고 있어도 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James Martin, “Come stato possibile? Per
un’analisi dello scandalo degli abusi sessuali nella Chiesa cattolica,” in Atti impuri.
La piaga dell’abuso sessuale nella Chiesa Cattolica , eds., Mary Frawley-O’Dea Virginia Goldner, (Milano: Cortina, 20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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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있다.27)
이런 사실들 앞에, 소아성애를 저지른 가톨릭 사제들이 형벌도 받아
야 하지만 또한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가 요구하
며 그렇게 하지 않는 바티칸을 비난한다. 물론 이 또한 교회법에 규정된
올바른 절차이다.28)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인 어린이들에게나 아무런 감
독 없이 사회로 돌아가는 가해자 자신에게나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
다. 가해자는 통제를 받지 않고 다시 학대를 저지르기도 한다. 매사추세
츠 폴리버 교구 사제였던 제임스 포터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사제직
에서 면직된 후 행정당국은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
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추행하여 기소되
었다.29)

통합적 양성의 중요성

가톨릭 사제들이 저지른 학대에 직면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
품을 받고 서원을 할 수 있었는지 묻게 된다. 사실 미래에 소아성애를 저

27)

“가톨릭교회가 인간 이해 안에서 섹슈얼리티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한 문제를 직
면하지 않는다면, 자주 반복되는 성 학대 사례를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가 자신을 ‘인생의 교사’magistra vitae로서 자처하며, ‘바른 섹슈얼리티’buona
sessualit , ‘좋은 가정’buona famiglia, ‘적절한 성 정체성’giusta identit di genere을 가
르치려면 더욱 신중하고 자기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Chiara Saraceno, “La chiesa e l’
educazione”, in la Repubblica, 14 marzo 2010, 31.)

28)

참조: 『교회법』 695항, 729항, 746항, 1395항.

29)

참조: Stephen Rossetti, “The Catholic Church and Child Abuse,” in America , (April
22,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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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변별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렵다. 너무 많은
요소가 모호하고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요소는 주로 학
대 사건이 발생하고 확인된 뒤에야 드러난다.
또한 성도착증이 있거나 소아성애 같은 임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꼭 잠재적 희생자를 물색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수도생활을 시작
하지는 않는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런 성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서
품성사나 서원에서 마법 같은 치유를 기대한다. 그러나 마술적 생각은
곧 현실과 충돌하고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 이 슬픈 역사를 다룬 이들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다.

독신생활에 투신함으로써 성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얻으리라고
믿는 지원자들은 이 문제에 집착한다. 얼마나 많은 아동 학대자들이 자신의
사목과 독신생활이 성적 투쟁의 피난처가 되리라 믿었다고 나에게 말했던가!
그들 중 많은 이가 소임을 맡고 처음 10년에서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
다. 그러나 종내 성적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떠오른다.30)

그래도 이 슬픈 사건들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학대 스캔들을 직면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사목자들과 사목자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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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tti, “Some Red Flags”, 11. 같은 결론이 다른 임상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사
제직에 들어간 이 남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 그들의 투신과 소명이 아무리 진
지하더라도 – 성적 금욕 규율 지킨다는 사실로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 공상과 청소년성애를 깨달은 사제들은 그 노력에 실패했다.”
(Gerald Kochansky - Murray Cohen, “Sessualizzazione dei minori,” Atti impuri , eds.,
Frawley-O’Dea - Goldner,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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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며 심지어 정화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마침내 그들의
비극, 고통, 고뇌, 분노, 수치를 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 큰 화해의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었다. 물론 어떤 과정이나 보상도 이 파괴
적 상처들을 결코 치유할 수 없지만, 어떤 행위들은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 가해자들
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가 어떤 사제를 갖기를 원하는
지, 건강한 방식으로 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
스로 질문해야 한다. 사도에 걸맞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양성해야 한다. 사제직의
잠재적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이 독신생활을 살 수 있는 적절
한 방법으로 동반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독신생활의 근저에 있는 영적
도전을 직면하며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교회가 열의와 투명성으로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를
돕겠다는 약속, 당국과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교회는 공개 토론
에서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뮌헨, 쾰른, 볼자노 대교구
의 절차를 참조하라. 주교들은 ‘솔선’proattivo 이라고 할 만한 자세, 말하자면 행정 당국 및 언론
과 앞서서 협력하는 자세를 취했다.)

4) 독신과 소아성애는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앞서 말했듯
이 소아성애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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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를 저지른 사제들 가운데 일부는 정결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31)
5) 이 슬픈 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더욱 일반적인 교훈은 사제들
이 그들이 부름받아 맡은 공적 역할, 그들의 견해와 판단만이 아니라 그
들의 선택이 일으키는 반향을 크게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분명히 덧붙이자면,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은 수도
자나 사제가 되기를 청하는 사람들을 맡는 양성자와 장상에게 적합한 준
비와 주의 깊은 심사를 요구한다. 섹슈얼리티와 일반적 인성 영역에서
후보자가 갖는 심각한 어려움을 숨기고자 독신생활에 지원한 것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인간적 차원, 특히 정서 및 성적 영역에서도 후보자를 파악
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학의 관점에서 정서적 성숙, 일반적 균
형, 자신의 충동 통제 등, 하느님의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최근에도 교회 문헌에 반복해서 언급되었다.32)
따라서 신앙 체험 안에서 지성, 감성, 의지의 통합적 만남이 중요하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제 양성의 근본 토대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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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뿐 아니라 미국 프로테스탄트(몰몬교, 침례교, 감리교, 성공
회) 사목자 가운데에서 소아성애의 반복 발생 사례는 2%에서 5% 사이로서 경계할만
한 수치이지만, 전체 성인 인구에서 소아성애자 비율인 약 8%와 비교하면 아직은 그
비율이 낮은 셈이다.”(Marchesi, “La Chiesa cattolica”, 482)

32)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완전한 사랑」, 12항; 바오로 6세, 사목 서한 「사제 독
신 생활」 60-64항;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현대의 사제 양
성」, 43항;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봉헌 생활」, 65항 이하;
『교회법』, 642항, 1029항;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공동체의 형제 생활」,
37항;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수도자 양성 지침」, 43항; Ponti cal Work
for Ecclesiastical Vocations, New Vocations for a New Europe , (January 6, 1988),
No.37;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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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교회에게 되는 대로 별 시원찮은 목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
신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는’secondo il suo cuore 목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 하느님의 백성들은 자신
의 이름을 되찾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알려져,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길을 잃었을 경우엔 누군가에 의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하며,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께
서 해주시는 것입니다.33)

하느님의 사람에 걸맞은 이상으로서의 열정적 사제상에서 보이는 정
직과 의로움의 분명한 표지는, 이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성장에 대한 갈망과 겸손으로 노력하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합된 양성의 과제이다.

33)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 8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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