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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살레시오!!!”

대림동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서 매일같
이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과 청소년들이 나누
는 인사가 바로 “안녕, 살레시오!” 입니다. 특
별히 올 한 해 우리 살레시오 가족은 성 프란
치스코 살레시오 선종 400주년을 기념하게 되
는 데 살레시오 협력자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살레시오”라는 이름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의 원
래 의미가 ‘평화’, ‘평온함’, ‘복지’ 등의 의미이
기 때문에 이 인사는 “우리 살레시오는 평안한
가?” 아니면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평화롭기
를 바랍니다!” 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
습니다.

 
먼저 ‘생활지표(스트렌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표를 의미하는 이탈리
아어 ‘스트렌나(strenna)’는 크리스마스나 새
해에 주고받는 선물, 선물용 상품, 기증용 책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보스코는 이 
생활지표 안에 아주 특별한 영적 유산과 전통

의 의미를 담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셨습
니다. 오라토리오 초창기부터 돈 보스코는 연
말이 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해의 생활
지표를 정해서 알려주셨고, 각 학생에게는 면
담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새로운 생활계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생활지표를 통해서 
전해지는 돈 보스코의 마음은 단순하게 그 내
용을 연간 사목 계획으로 삼고자 하는 차원에
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살레시오 가족의 일치와 친교를 증진
하는 메시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레
시오회가 진출한 국가가 130여개 국입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로 똑같은 생활
지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생활지표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인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입
니다. 그리고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7개
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단

박해승 요한 보스코 신부(살레시오협력자회 전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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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은 ‘자유’, ‘이성’, ‘그리스도교적 인본
주의’, ‘신심’,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선’, ‘온유’, ‘친절’, ‘가족정신’, 
‘우정’, ‘마음’, ‘예수성심’, ‘영적동반’, ‘기
도’, ‘방문’ 등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시 “이
성”, “종교”, “친절한 사랑”이라는 예방교육
의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올해 생
활지표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성 프란치스
코 살레시오의 생애와 영성으로 재해석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 보스코 성인
이 보입니다. 돈 보스코 성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배경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
시오 성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회개와 쇄신을 위해서 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가르
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는 
어디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거슬러 올
라야 할까요? 돈 보스코께서는 “우리는 살레
시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말
씀하셨습니다. “살레시오”라는 고유한 이름으
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생활지표
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원천으로 거슬러 오르는 여정을 ‘연
어’라는 물고기의 삶과 한 번 연결해 보고자 합
니다. 모천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는 강에서 태
어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다로 나아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다시 그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 마지막으
로 알을 낳으면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우리 살
레시오 협력자 역시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신앙여정을 산다고 볼 수 있
습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연어
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이 힘
들고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돌에 몸
이 찢기기도 하고 더 큰 물고기들의 먹이 되기
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오르는 
것은 연어의 숙명입니다.

만약 연어가 바다에서 사는 삶이 익숙하다고, 
친구들이 많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그냥 바다
에 주저앉아 살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그 물고기를 “연어!”라는 이름
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
다에서 죽는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물고기에게 연어가 아닌 다른 이름

을 붙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어가 연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합니다.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 역시 살레시오 협력자
로서의 고유한 성소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세
상이라는 바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간
부터 우리는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우리의 고
유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걸
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원천에로 거슬러 오
르는 삶을 용기 있고 굳건하게 걸어가야 합니
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보스코가 그
랬듯이 우리가 함께 거슬러 오른 그 고통과 환
희가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어 마치 
DNA처럼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과 정신
이 되어 줍니다.

 
살레시오 가족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돈 보

스코’가 나옵니다. 돈 보스코를 거슬러 올라가
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
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그리스도교적인 인본주의’를 만납니다. 그리
스도교적 인본주의를 거슬러 오르면 바로 예수
님의 마음, ‘예수 성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 존재는 모두 하느
님이 필요하고, 하느님을 원하며, ‘하느님께 대
한 향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성인이 되어 “또 다
른 예수님(alter Christus)”이 될 수 있습
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
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
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총장 신부님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

습니다.

“올해 생활지표의 제안은 우리 삶의 모든 상
황에 진정으로 관련 있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와 집에서 이 생활지표를 날
마다 기억합시다. 이 거룩한 말들이 모든 곳에 
퍼져나가고 울려 퍼지게 만듭시다. 그러면 우
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3 월 6 일과 12 일에 진행한 살레

시오협력자회 사순 피정에서 박해승 신부님이 
하신 주제 강의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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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기념

올 한 해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
주년 기념의 해’를 지낸다. 살레시
오 성인의 삶과 영성을 살펴보며,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그의 영성
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1567년	8월	21일	 	사부아	공국	토랑스	마을	살레시오	성
에서	살레시오	가문의	귀족(후작)	프랑
수아	드	부아지의	여섯	자녀	중	맏아들
로	출생

1573~1575년	 라	로슈	기숙학교	입학

1576~1578년	 	카푸친회에서	운영하는	안시의	학교로	
진학

1579~1588년	 	예수회가	운영하는	파리의	클레르몽	기
숙학교에서	수사학,	철학	등의	인문학
과	신학	공부

1588~1592년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

1592년	 	교회법과	일반	시민법	박사	학위	취득	
후	사부아	공국의	수도	샹베리	의회의	
변호사로	등록

1593년	12월	18일	 	안시에서	사제	서품을	받음

1599년	3월	24일	 	제네바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됨

1602년	12월	8일	 	제네바	교구장	주교로	착좌

1604년	 	부르고뉴	지방의	수도	디종에서	유명한	
강연을	함.	이때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을	만나	영적인	우정을	키우기	시작

1610년	 	샹탈	수녀와	함께	방문	수녀회를	창립

1622년	12월	28일	 	55세의	나이로	프랑스	리옹에서	서거

1623년	1월	24일	 	안시의	중앙에	위치한	성당으로	시신을	
안치.	이후	부패하지	않는	성인의	심장은	
현재	트레비소의	방문회	수도원에	모심

1662년	1월	8일	 	복자품에	오름

1665년	4월	19일	 	교황	알렉산데르	7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름

1877년	7월	19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됨

1923년	1월	26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언론인과	저술가
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됨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를	비롯한	7개가	넘는	수도회의	
수호성인이며	하느님	사랑의	박사,	현대	영성의	아버지로	불
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주요 약력(1567-1622)

유명일 사무엘 신부(살레시오가족지 편집장)

특집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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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어린 시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1567년 8월 21일, 프
랑스 동남쪽 사부아1 지방에 자리 잡은 살레시
오(de Sales) 가문의 토랑스 마을 살레시오 성
(城)에서 프랑수아 드 부아지 후작의 맏아들로 
태어난다. 당시 사부아 공국은 이탈리아에 속
한 독립 공국이었다.

살레시오의 어머니 프랑수아즈 드 시오나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열여섯 살에 맏아들 프
란치스코 살레시오를 낳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신앙심을 지녔기에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
터 하느님 사랑을 깨닫도록 이끌기에 충분했
다.

신심 깊은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바른 인성과 
신앙을 물려받은 살레시오는 많은 사랑을 받으
며 유년기를 보낸다. 배움의 시기에 접어든 살
레시오는 여섯 살 무렵부터, 자신이 살던 성을 
떠나 라 로슈 기숙학교를 거쳐 안시의 기숙학
교에 진학한다. 이 시기 살레시오 가문의 어린 
왕자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학교로 떠나는 길에 오른 살레시오
를 배웅하던 주민들은 우리 도시의 복덩어리가 
떠난다며 흐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총명한 아이 살레시오는 기숙학교에서 학령
기를 보내며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카푸친회가 
운영하는 안시의 기숙학교를 다니던 열두 살의 
살레시오는 1578년 9월 20일, ‘나는 장차 교회
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삭발례2

를 받는다. 이 사건은 그가 성직자의 길로 들어
서는 결정적 선택이며 성소의 시작이었다. 이
후 파리 클레르몽(예수회가 운영) 기숙학교에 
진학한 살레시오는 8년간 인문학과 철학, 신학
을 공부했다. 이 기간에 그는 신앙의 위기와 영
혼의 어둔 밤을 경험하여 일생의 전환기를 맞
이한다. 당시 살레시오는 파리에 널리 퍼진 칼
뱅의 운명 예정설에 영향을 받아 ‘나는 구원받
지 못하게 되어 영원한 지옥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울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1　	사부아(	Savoie[savwa]):	사보이,	사보이아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2		머리를	깎음으로써	세속을	끊고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한다는	뜻의	예절.	보통	착복식과	같이	행해
져	수도자인	경우	수도복을	입을	수	있고,	성직	희망자인	경우	수단과	로만	칼라를	착용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삭발례를	받음으로써	성직(聖職)에	들어선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은	부제품(副祭品)을	받음으로써	성직자의	반
열에	들어선다.	가톨릭대사전	참조.　
3　양승국	신부의	다음	글에서	부분	인용함:	
https://www.mariasarang.net/bbs/bbs_view.asp?index=bbs_sermon&no=3569

러던 어느 날 성모상 앞에 꿇어 기도하던 중 종
신토록 정결을 지키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
여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순
간부터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된다. 이 시기의 영적 위기는 훗날 그의 
사목 활동 중 만나는 많은 이의 고통스러운 마
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소중한 기반이 된다.

살레시오는 파리에서의 공부 이후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 진학하여 법학과 신학을 공부하
였고 두 분야에서 박사가 된다. 일반 시민법과 
교회법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며 졸업식을 하던 
날, 파도바 대학의 법학 교수는 살레시오야말
로 이 대학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다. 당시 그의 총명함과 명성은 이미 널
리 퍼져 사보이 공국의 수도 샹베리 의회가 살
레시오에게 법률가 자격 및 의원 자리를 제의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살레시오는 고향 사부아
로 돌아가기 전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
는데, 이 여정 도중 로레토 성지에서 정결 서원
을 갱신하였고 탈혼(ecstasy)과 신비체험을 통
해 하느님의 부르심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된
다.

이 시기 살레시오 성의 영주이던 아버지는 법
학 박사가 된 아들의 금의환향을 애타게 기다
렸는데, 참으로 예의 바르고 잘생긴 스물다섯 
살의 큰아들이 자신의 가문과 집안에 큰 명성
과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아들 살레시오를 부유한 귀족 가문
과 결혼시킬 준비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 
살레시오는 아버지가 준비한 성공한 귀족을 위
한 의원직 자리는 물론 아름다우며 많은 지참
금까지 지닌 청혼자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
고 당시 제네바 성당의 사제이던 사촌 형 루이 
드 살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 내고 
극적으로 사제가 될 수 있었다.

 
온유함의 성인이 만든 기적3

1593년 12월 18일 사제품을 받은 그는 상냥
하며 다정하고 친절이 가득한 말투로 강론을 
하며 수많은 안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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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강론하는 날 성당에서는 박수 소리와 
감탄 그리고 찬사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데, 이 반응을 접한 살레시오 새 사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웅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 
속죄를 하자.’라는 깨달음의 말과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군중”이라고 말했다. 1594년 프란치
스코 살레시오는 샤블레라는 험한 산간 지방에 
칼뱅 사상을 추종하는 신자들을 가톨릭으로 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숨 건 선교에 자원하여 
파견된다. 그가 샤블레에 최초로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냉대와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젊은 사제 살레시오의 뜨거운 열정과 강론 그
리고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으로 돌
아오는 신자들의 수는 극히 미미했다. 살레시
오 신부는 칼뱅파 신자들의 집회가 끝난 예배
당에서 홀로 쓸쓸히 미사를 봉헌해야만 했다. 
도우미로 따라왔던 사촌 사제는 선교지 파견 2
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갔다. 혹독한 
시절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
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자, 칼뱅파로 넘어간 신
자들을 위해 팔이 아프도록 눈물의 편지를 썼
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라, 같은 내용을 쓰고 
또 썼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문 밑으
로 밀어 넣었다. 당시부터 이른바 ‘미디어 선교’
를 시작한 것이다.

살레시오 신부의 부단한 노력에 더해 1598년 
프랑스와 사보이아 간에 이루어진 평화협정에 
힘입어 샤블레 지역의 칼뱅파와 길 잃은 수많
은 양이 다시금 가톨릭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4년 동안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선
교한 살레시오는 무려 2300명의 칼뱅 교도들
의 개종을 이끌었고 1599년년 제네바의 보좌
주교로 서품된다. 1602년 제네바 교구장으로 
착좌한 살레시오 주교는 거룩한 열정과 온화한 
모습으로 수많은 이를 감화시키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개신교의 위협으로 황
폐해졌던 그의 교구는 프랑스에서 가장 모범적
인 교구로 변모했으며, 왈도파를 비롯한 칼뱅 
교도 7만여 명이 회심하여 가톨릭교회로 돌아
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가톨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던 종교개혁 
시기, 개신교도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제네바
의 주교가 되어 수만 명에 이르는 개신교도를 
회심의 길로 이끈 성인 주교 살레시오는 훗날 
‘하느님 사랑의 박사’이며 ‘현대 영성의 아버지’

로 불리게 된다.

1622년 선종한 그는 1665년 알렉산데르 7세 
교황에 의해 성인품에 올라 ‘온유함의 성인’으
로 일컬어졌으며, 1877년에는 교황 비오 9세로
부터 교회학자 칭호를 받는다. 1923년에는 저
술가와 언론인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 『논쟁』, 『신심 생활 입문』, 
『신애론』 등이 있다.

 
돈 보스코가 정한 살레시오회의 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서거 후 두 세기
가 지난 1859년, 돈 보스코는 청소년을 위한 교
육 수도회를 창설하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
오회’라 칭하며 살레시오를 수호성인으로 모신
다.

오라토리오라는 이름의 청소년 교육 사업을 
시작한 돈 보스코는 매일 수백 명의 가난한 청
소년을 돌보며 헌신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아
지는 청소년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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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자신과 함께 살던 청소년 중 성덕이 뛰어
난 몇 명을 뽑아 살레시오회의 기틀이 되는 단
체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살레시오회의 본부 
문서고에는 당시 이 단체의 일원이던 루아 신
학생이 기록한 의사록이 보관되어 있다. 이 기
록을 통해 우리는 돈 보스코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으로 특별한 형태의 수도
회를 만들고자 구상했음을 알게 된다.

“1854년 1월 26일 저녁, 우리는 돈 보스코의 
방에 모였다. 참석자는 돈 보스코, 로치에티, 아
틸랴, 갈리에로 그리고 루아였다. 돈 보스코께
서 주님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도움으로 
우선 약속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본 다
음, 나중에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면 하느님
께 공식 서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혹은 나중에 동의하게 된 사람들은 그날 저녁 
이후 ‘살레시안’이라 불리게 되었다.”4

돈 보스코는 길거리의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
며 감옥의 청소년을 돌보던 사목 활동 초기부
터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에 매료되었다. 그
가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과 선량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는 1884년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보
낸 편지에 드러난다.

“명령도 사랑으로 하고 순명도 사랑으로 하
여 언제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이 
살아 있게 하십시오.”5

돈 보스코는 자신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다
스리기 위해서라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의 영성 특히 온유와 겸손의 예수 성심6을 본받
기를 원했다. 살레시오 성인이 오직 온유함과 
겸손으로 샤블레 지방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
처럼, 두려움이나 강압적 방식이 아닌 선량함
(Bontà), 친절함의 교육이 살레시오 교육의 핵
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W.C	코넬,	『돈	보스코	365일』,	p.56.	이	부분은	‘MB	5,7-8’와	E.체리아,
영어판	「돈	보스코	전기」	V,	7	이하의	재인용이다.
5　요한	보스코,	로마에서	토리노	발도코	오라토리오의	살레시오	공동체
에	보낸	편지,	in	ISS,	Fonti	salesiane.	1.	Don	Bosco	e	la	sua	opera.
Raccolta	antologica,	LAS,	Roma	2014,	451.
6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7　A.	GIRAUDO,	oc	p.3-5	참조.	“[...]	우리는	세	가지	제4서원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함,	일,	예방교육체계”(p.70).	Cfr.	el	comentario	de	A.	ALBURQUERQUE,	
Espiritu	y	espiritualidad	salesiana,	“El	cuarto	voto	salesiano”	y	en	nota:	A.	CAVIGLIA,	Conferenze	sullo	
Spirito	Salesiano,	Istituto	Internazionale	Don	Bosco,	Torino	1953,	p.107.
8　참조:	가톨릭신문,	박재만	신부,	 ‘우리의	영원한	귀감,	영성의	대가들	(35)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2)’,	
2000.8.13.

초창기 살레시오 회원이 된 청소년들은 이러
한 돈 보스코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사실 초창기 우리 회에는 선함(Bontà, 무엇
보다 중요함), 일 그리고 예방교육체계가 '살레
시안의 네 번째 서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했습니다.”7

이처럼 돈 보스코는 자신이 창립할 수도회와 
살레시오 가족들이 그 이름에서는 물론 정신이
나 카리스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
성을 본받길 원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다시 요청되는 살레시오 영성8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교회의 영성사
뿐만 아니라 유럽의 근대사에서도 크게 공헌하
였다. 학자들은 특히 살레시오 성인이 그리스
도교 인본주의(humanism, 인문주의)를 굳건히 
하였다고 칭송하는 동시에 그가 이해한 새로운 
방향의 완덕, 거룩함, 수덕 생활 및 신심이 현대
의 영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다. 이 글의 마지막은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이 
이 시대에 어떠한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찾아본
다.

 
모든 이를 위한 영성과 평신도 영성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평신도 영성에 관
한 글을 쓰고 가르친 최초의 영성 작가이다. 그 
이전까지 영성이란, 관상 수도자들이 추구하는 
완덕의 삶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컸다. 대부분
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에게 영성이란 자신
과는 멀리 떨어진 주제로 여겨졌다.

살레시오 성인 이전의 영성 신학 저술가들은 
속세를 벗어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신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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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만을 썼으며, 그 내용 또한 영성 생활을 위해
서는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수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는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며 가족과 함
께 단란하게 지내면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영적 가르침을 주고자 애썼다.

1619년 이러한 사상이 담긴 『신심 생활 입
문』의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불어권 지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널리 퍼져 나갔다. 이 책은 그
의 생전에만 40쇄 이상 재인쇄되며 출간된다. 
이 책의 출간 초기에는 혁명적인 신학에 거부
감을 드러내는 여러 비판도 뒤따랐지만, 일반 
신자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성직자, 수도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여러 언어에 담겨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프란치스코 살레
시오 주교를 늘 존경하던 앙리 4세 왕은 자신
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이 책을 가리켜 걸작이
라고 격찬하였으며, 그의 왕후는 이 책 한 권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하여 영국 왕에게 선물로 보
내기도 한다. 이 책은 당대에만도 18개국 언어
로 번역되어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신속히 전
파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

9　‘Synodalitas’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을	위해	모든	하느님	백성이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
며	논의하는	구조의	여정과	정신을	담은	표현이다.

화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신자들로부터 고전 
신심서의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으며 읽히고 있
다.

『신심 생활 입문』은 세상 안에서 살고 일하
며 봉사하는 평신도들에게 참신한 영성을 제시
하는 교본이며 영성 생활의 안내서이다. 이 책
에 담긴 살레시오 성인의 문장은 흥미로우면서
도 이해하기 쉽고 세련미를 갖추고 있으며, 문
장에 담긴 영적 가르침은 온전하며 중용적이
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은 총 27권에 달
하는 그의 저술 안에 풍성히 담겨 있으며, 특
히 『신심 생활 입문』과 『신애론(神愛論)』 그리
고 영적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작품 중 
12편의 저작에는 그가 영적 지도를 위해 썼던 
2100여 통의 영적 지도 편지도 수록되어 있다.

당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추구한 신앙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가르침은 참으로 혁신
적이었다. 이는 살레시오 성인이 세상을 떠난 
후 약 4세기가 흘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명하게 될 거룩함(성성聖性)의 보편성, 영성
과 성화의 다양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몇 
세기 앞서 밝힌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
자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
는 모든 계층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분과 직
업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완덕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덕과 성화의 새로운 이
상을 제시하였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가톨릭교회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된 모든 
하느님 백성의 ‘일치’와 ‘친교’를 통한 시노달
리타스9를 시대적 과업으로 선포하였다. 하느
님 백성이 ‘함께’(syn) ‘길’(hodos)을 걸어 나간
다는 뜻의 시노드(synod) 정신을 살아가는 교
회가 되기 위하여 살레시오 성인이 새 사제 시
절부터 주장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회심을 
기억해 본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제네바 교구
가 온전한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는 힘이나 정치적 수완이 아닌 진실한 개인적 
회심과 미사와 영성체를 통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이 시
대의 교회도 영적인 회심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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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보다 친절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치와 친교를 살아가야 하겠다.10

우리나라에서 쓰는 ‘살레시오’라는 명칭의 
기원

한국의 살레시오 가족들에게는 익숙한 명칭 
살레시오(SALESIO), 헌데 이 단어가 다른 나라
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은 많지 않다.

과연 ‘살레시오 가족’, ‘살레시오회’, ‘살레시
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특히, 대한민국의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명칭
이며 발음도 쉽지 않아 ‘사레지오’, ‘살레지오’, 
‘쌸레시오’ 등으로 불리며 애를 먹게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살레시오’(SALESIO)라는 단어의 기원은 바
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이름과 가문이
다. 이 명칭은 프랑스에서는 생 프랑스와 드 
살(Saint François de Sales)로, 이탈리아에서
는 산 프란체스코 디 살레스(San Francesco di 
Sales)로, 영어로는 세인트 프렌시스 디 세일스
(St. Francis de Sales)로 표기된다. 눈썰미 좋
은 독자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
견할 수 있다. 도대체 왜 한국어에서만 유독 살
레시오(Salesio)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일까? 
다른 언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살레시오 표기의 시작은 교
황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은 순례객이라면 한 번쯤 
감탄하며 눈에 담았을 위대한 조각품들을 기억
해 보면 좋겠다. 물론 아직 바티칸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 베드로 대성전의 웹사이트
11를 통해서 지금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으로 
자랑스럽게도 성 베드로 대성전의 교황님 자
리 가까운 곳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성
상과 성 요한 보스코(돈 보스코)의 성상이 자리
하고 있으며, 살레시오 성인상 하단의 기단석
(Pedestal)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명칭이 다
음과 같이 정확하게 조각되어 있다.

10　참조:	르네	라가야,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	돈보스코미디어,	2022년,	33쪽.
11　성	베드로	대성전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상:	http://stpetersbasilica.info/Statues/Founders/
FrancisdeSales/	Francis%20de%20Sales.htm
아래의	바티칸	대성전	VR	사이트를	통해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살레시오	성인상과	요한	보스
코	성인상이	중앙	제대	주위에	세워	져	있다.	https://www.vatican.va/various/basiliche/san_pietro/vr_tour/	
index-en.html

S. FRANCISCO SALESIO / MONIALIUM VISITATIONIS 
FUNDATORI / CARL(us) ALBERTUS REX SARDINIAE / 
MDCCCXLV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방문 수도회 창립자 / 사르데
냐 왕 카를루스 알 베르투스 제위기 / 1845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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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에서는 왜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게 
된 걸까?’

가톨릭 신자들은 잘 알다시피 교황청의 공
식 언어는 라틴어이다. 현대에도 바티칸의 
주요 공문서는 라틴어로 작성된다. ‘성 프란
치스코 살레시오에 관하여 반포된 교황 비
오 11세의 교황 편지 「RERUM OMNIUM 
PERTURBATIONEM」’12의 원문을 보면 ‘성 프
란치스코 살레시오 SANCTO FRANCISCO 
SALESIO’라고 명기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살레시오 성인의 서거 직후 문헌들에는 
SANCTUS FRANCISCUS SALESIUS라는 표기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라틴어 남성명사의 
기본 표기법으로 -US라는 어미는 자연스럽게 
-O로 변화될 수 있다.

주로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프란치스코 살레
시오라는 라틴어 명칭은 살레시오회 총장들의 
초창기 공문에도 등장하며, 살레시오회의 아시
아 지역 초기 선교사들과 함께 일본을 거쳐 우
리나라로 들어왔으며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파악
된다. 

12　1923년	교황	비오	11세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언론인의	수호성	인으로	선포하는	교서로서,	아래	
사이트에서	‘SANCTO	FRANCISCO	SALESIO’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vatican.va/content/
pius-xi/la/encyclicals/documents/	hf_p-xi_enc_26011923_rerum-omnium-perturbationem.html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 드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기도>

 
사랑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여!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 자신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사목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주시어,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 믿음과 삶이 열정을 잃어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거룩한 사랑에서 활력을 얻게 하시며
모든 활동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소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측량하는 길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여,
항상 당신의 온유와 친절한 사랑을 가르치시어
하느님과 이웃을 계산 없이 사랑하도록 도우소
서.
 
모든 무관심과 분열, 피로, 두려움을 이기도록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도우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이끄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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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순 피정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인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
십시오.”를 주제로 3월 6일(일) 수도권 지역(서울, 수원, 춘천 원주), 12일(토) 중부권, 서남권, 동
남권, 제주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다.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비대
면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이번 피정에는 전국 30개 지회의 협력자들 300여 명이 참석해 은
총의 시간을 보냈다.
 

2022년 살레시오협력자회 사순피정
◉ 일시: 2022년 3월  6일(일) 14:00~15:30 (서울, 수원, 춘천, 원주 지역)

   2022년 3월 12일(토) 14:00~15:30 (대전, 내리, 광주, 부산, 창원, 제주 지역)
 

◉ 장소: 지회별 모임 장소 및 자택

◉ 시간계획 및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지회별 접수 Zoom 접속

14:00-14:10
시작기도

지회별 인사
일정 소개

Zoom 접속

14:10~14:20
주제 강의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전국 담당 박해승 신부님)

Zoom 접속

14:20-14:45 '삶의 기도1'
(관구위원회) Zoom 접속

14:45-14:55 '삶의 기도2'
(전국 담당 김성민 수녀님) Zoom 접속

14:55-15:00 마침 기도
신부님 강복 Zoom 접속

2022년 살레시오 협력자회 
사순피정 

사순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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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살레시오협력자 
사순피정 이모저모

한편 피정이 시작되기 전인 ‘재의 수요일’(3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자회 전국 담당 김성
민 젤뜨루다 수녀님이 모든 협력자들에게 사순 메시지를 전달했고, 피정이 시작된 사준 제1주일
부터 주님 수난 성지주일까지 6회에 걸쳐 주간별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프로그램을 지회
위원장을 통해 소속 지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진으로 사순 피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 입장 후 지회별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후 지회위원장이 짧은 인사말을 하는 모습

편집부

사순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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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승 신부님의 강복

- 전국 담당 박해승 신부님의 주제 강의(본 소식지 여는 
글에 전문 게재)

- 생활지표해설서의 각 주제 내용을 낭독하는 관구위원

- 생활지표해설서에 담긴 내용 중 11개의 키워드

- 전국 담당 김성민 수녀님이 사순 시기 주간별 사순 프
로그램의 내용과 실천사항, 나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 사순 시기 보속을 통한 특별 모금: 우크라이나 살레시
오 가족을 위한 기도와 성금 캠페인 전개

사순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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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살레시오 협력자회
진지한 사순피정 표정들

    “내 얼굴을 찾아라.”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사순 제2주일 화답송)

두 번에 걸친 2022년 사순피정을 관구위원님들의 정성과 일치 안에서 잘 치렀습니다. 박해
승 요한 보스코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신 ‘얼굴’을 생각하며 수고하신 표정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
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 
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
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
서(사순 제2주일 본기도 중에
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
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
소서(사순 제2주일 입당송).

사순피정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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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사순 제2주
일 화답송).

사순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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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관구의 살레시오 협력자 모두와 함
께 <전국 지회 사도직 활동 모음집> 발간을 축
하합니다. 마침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맞춰서 활동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
다.

창립자이신 돈 보스코께서 어려움에 처한 청
소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
자로 그리고 성직자와 수도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할 사람들로 ‘협력자’
를 선택하시며 하나의 단체로 살레시오협력자
회를 만드셨습니다. 비록 한국관구 살레시오협
력자회의 역사는 짧아도, 각 지회의 상황에 맞
는 사도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필요한 사
도직 활동에 집중하고 활동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집이 별도로 없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어
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쁜 와중에도 각 지회에서 활동 사
례를 정리하여 보내 주심으로써 관구에서 활동 
모음집을 발간하게 된 점 지회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이번 활동 모음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도
직 활동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더욱 의미기 있
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팬데
믹은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 놓았고 협력자들
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사도직 활동도 바
꿔 나갈 수 있기에 팬데믹 이전의 활동을 기록
해 놓은 자료집은 무엇보다도 자료로서, 나아
가 그때의 활동을 기억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 2020년 전후 사도직 활동에 대한 기록과 
2) 협력자회원들에게 사도직 활동교육 자
료 그리고 3) 입회지원자나 입회를 생각하
는 분에게 활동 소개자료로 4) 유사한 지회
에서 다른 지회의 활동사례를 참고하여 활동
에 활력을 주는 자료로 활동 모음집이 사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직 생활계획> 회헌 2장 제7조에 살레
시오 협력자에게는 사도직 활동이 성화에 이르
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레시오 
협력자에게 사도직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사도직 활동 사례 모음집이 조금 부족하
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협력자 회원 모
두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 협력자 모두가 성화
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 사례 모음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전국 지회의 모든 분 그리고 자료를 정리
하여 모음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신 12
기 관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지회 사도직 활동
모음집을 발간하며

박만식 안드레아 (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장)

사도직 활동 모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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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저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저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응답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당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성직자의	경우)	신부는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사도직	생활계획에	따라
헌신적	삶을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저는	이제

가톨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일하며	특별히	청소년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일하고,

살레시오	정신을	심화하고	증거하며,
살레시오	가족의	친교	안에서	지역교회의	사도적	활동에	협력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당신	성령의	힘을	제게	주시어
저로	하여금	살레시오	협력자의	삶을	살기로	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어머니시며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제가	선택한	이	협력자의	삶을	이끌어주소서.	아멘”

사도직 활동 모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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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6학년 담임을 할 때 선생님들과 같
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
다. 그동안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의 
부모님께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들과
는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야
기를 나누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환상
속의 그대’가 머리 속을 맴 돌았다. 환상[幻想]
의 국어 사전 속 뜻은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교육 대상인 아이에게 ‘기
대’를 가진다. 여기서 기대란 아이가 교육을 통
해 현재 모습보다 어떤 식으로든 더 나은 상태
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기대 없
이 소위 ‘영혼 없는’ 양육을 하는 것은 아이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
이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를 알아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갖
게 된다. 그러나 이 기대가 근거 없이 도가 지
나치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질 때 ‘환상’으로 
변질된다. 

환상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제일 흔한 것이 
내 아이에 대해 얼토당토 않을 찬란한 꿈을 가
진 경우다. 제 자식이 귀하고 예쁘지 않을 부모

가 어디 있겠는가? 넘치는 사랑이야 누구나 똑
같지만 그 사랑을 아이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
는 지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 객관적
인 눈으로, 조금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환상을 가진 학부모는 냉정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기대감에 짓눌리고 일그러져 자신에
게 주어진 자기만의 길을 제대로 찾기 힘들게 
된다.

 
"우리 아이는 특별한 존재이며 반드시 성공

할 것이다."라는 어디에도 근거 없는 확신은 아
이를 아무 데도 데려가지 못한다. 그것은 머릿 

환상 속의 그대

Photo by Rishabh Dharmani on Unsplash

최종훈 베드로 (광주 마리아마자렐로 지회)

나눔

Photo by Sigmund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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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나만의 환상(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
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
가지이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공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앉아 공상의 나래를 펼친
다고 해서 그렇게 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
다.

냉철해져야 한다.

기대를 갖는 것도 좋고 희망을 품는 것도 좋
지만 일단 품었으면 제발 차가운 머리로 어떻
게 하면 그 꿈을, 기대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
이란 것을 해야 한다. 공상이 아니라, "생각" 말
이다.

 
결코! 시간이 멈추어 줄 순 없다 Yo!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One Two Three Let's go!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 환상 속의 그대 >

-서태지와 아이들 - 

결코! 시간이 멈추어 줄 순 없다 Yo!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단지 그것 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One Two Three Let's go!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환상 속의 그대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거라 큰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환상속의 그대
 

세상은 Yo! 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고
그대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환상 속의 그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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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다려라.’, ‘아이를 믿어라.’, ‘아이의 
말을 들어줘라.’, ‘참고 또 참아라.’

TV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학자들이 아이들 대
하는 부모나 교사의 자세에 대해 보통하는 이
야기 들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참 실행하기 어
렵습니다. 잘하고 잘되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
은 어렵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은 아이를 격려
하고 칭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 하는 아이 뒷바라지 하는 것은 행
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땐 그 행동 하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
동이 과잉된 아이와 나태한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사실 이 두 형태의 아이는 서로 다른 행동양
식을 보입니다. 그러나 과잉된 아이와 나태한 
아이는 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되지 않아야 할 것에 과잉하거나 나태하

지 않아야 할 것에 나태합니다. 물론 그 기준
은 정하기 나름이라 과잉과 나태에 대한 평가
는 상대적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과잉하거
나 나태하다는 생각이 부모나 교사가 들면 매
의 눈으로 아이를 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 수록 실망감이 커집
니다. 과잉과 나태한 경우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써보라고 하면 수십장을 쓸 수 있습
니다. 

부정적 자기 인식과 나태한 자기관리는 필연
적으로 책임감있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부정적
인 사회인식을 하며 관계기술을 습득할 수 없
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학교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학교생활이 엉망인데 가정에서 부모
와 관계는 좋을까요? 안 좋은게 보통인데 간혹 
집에서는 별 문제없고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기
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최악입니다. 부모가 아
이의 삶을 눈치 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망가진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서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잉과 나태가 나오는 구간
입니다. 아이들에겐 이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아이
를 대하는 교사와 부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왜 과잉과 나태가 나타날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스
스로 자신의 행동양식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땐 거의 모든 부분을 부모나 교
사가 도와줍니다. 도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
나 필연적으로 아이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합
니다. 스스로 하려고 시도를 하는 아이를 대하
는 부모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데 부
모도 이걸 잘 모릅니다.

 
교사는 부모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

단 학교에 온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기 

"그래도 책임은 네가 져야 해"

최종훈 베드로 (광주 마리아마자렐로 지회)
Photo by Sharon McCutcheon on Unsplash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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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사를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
합니다. 거기다 아이도 교사가 부모처럼 무한
정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습니
다. 교사는 해당 학년에 맞는 아이의 행동을 기
대하고 아이도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합니다. 
(부모-아이)의 일대일 상황이 아닌 일대다(一
對多), 다대다(多對多)의 상황이라 아이의 행동
에 따른 교사의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과잉과 나태를 할 수 있는 행위라
고 인정해줍니다. 그럼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 
“선택에 따른 책임지기입니다.”이것이 핵심입
니다. 아이들 용어로 바꾸면 “세상에 공짜가 없
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도 아무리 풀어쓰고 분

석해도 이것 밖에 쓸 수 없을 겁니다. 과정은 
예술입니다.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영역도 있
습니다. 그럴 땐 측은한 마음과 표정, 과잉과 나
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신 이 말은 꼭 
해줍니다.“그래도 책임은 네가 져야 해”

 
 학교에선 이렇습니다. 가정에선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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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활
동하고 있는 저희 살레시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따뜻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너무

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
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나도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
뜻한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었는데 
차가운 현실에 마주하게 될 때마다 내가 살아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혹은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지
치게 되면 가장 그립게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 
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레시스를 만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따뜻한 세상을 볼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
다. 어쩌면 자주 마주하게 되었던 차가운 세상 
때문에 얼어버렸던 나의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

들을 살레시스와 함께 하면서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을 되찾고 나니 따뜻한 세
상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
은 나누고 건강한 나눔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야 세상에 따뜻함이 
보인다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그러한 과정 안에는 살레시스와 많은 사람
의 진심 어린 기도와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살레시스와 나

노지영 멜라니아(살레시스)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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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많은 취업난 속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만연하게 퍼져있는 
물질만능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
으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
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 가져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
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에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
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것들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분
위기가 익숙한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경
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따뜻함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
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마저도 괜찮다는 이야
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
이 아니며 부족하기에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
다. 남들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늦게 길을 찾아간다고 해
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다
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내가 가는 길에 불
안감이 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
로 가치 있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가 그 일을 좋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더 아
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기다려주
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과정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따
뜻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에게는 ‘살
레시스’가 따듯한 선물이 되어주었듯이 누구에
게나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살레시스’와 같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따뜻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
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내가 바른길로 갈 수 있
도록 도와주며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되
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
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에 자신의 길
을 찾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청년
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Photo by Ekaterina Shevchenko on Unsplash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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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레시
오 협력자회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심도있
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보고자 관구위원들이 예정에 있던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4월 9일~10일)으로 떠
났습니다.

사순 시기 막바지이기도 하고 워크숍에 임하
는 우리들의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미
리내 성지를 순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할 때만해도 비가 내리다 그쳤
다하는 우중충한 날씨여서 기분이 약간 우울했
는데, 성지에 도착해서 야외 십자가의 길 기도
를 시작하자 마자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일

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들
었습니다. 

비 온 뒤 하늘은 참으로 맑고 기온은 따스해
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내 내면으로부터 힘
이 솟아오르는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
가의 길’ 기도책으로 제법 긴 십자가의 길 기도
를 하는 동안 참석한 협력자들은 차츰 기도에 
몰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 가시는 고난의 길에 
깊숙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뒤, 찐한 감동이 몰려오는 기도였다고 이구동
성으로 얘기하며 좋아라 했습니다. 

이어서 김대건 신부님 기념 성당과 묘소를 참
배하면서는 초창기 한국 천주교의 초석을 다지

2022년 봄 
관구위원회 

워크숍을
 마치며

미리내	성지에서	정성을	모아	바치는	야외	십자가의	길	기도

미리내	성지에서	정성을	모아	바치는	야외	십자가의	길	기도

박홍석 파스칼(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기획위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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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라 애써온 김대건 신부님의 심정에 잠시나마 
동참하였습니다. 내려오면서 성모당 및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기념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생기발랄한 논의가 될 수 있
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숙소에 도착하자 마자 전국담당 
박해승 요한 보스코 신부님 집전의 미사를 통
해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워크숍 일정의 기쁜 개막을 열었습니다. 

토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구위원회 워크샵 안건

1. 2021년 재정 결산(예산 대비 실적) 및 2022
년 예산 책정 
2. 홈페이지 내용별 조회수 분석 및 대응방안
3. 협력자들의 친교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 먼저, 관구위원 및 전국 지회위원장의 친교의 
구체적인 방법
 - 한국 살레시오협력자 전체의 친교 방법
4. 2022년 관구대회에 대한 토론
 - 주요 내용, 진행 방법, 관구위원 준비사항 및 
업무 분담, 각 지회 협조 사항 등
5.  협력자 회원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
 - 장기 비활동 회원 및 선종 회원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 및 처리 방안
6. 지회별 입회지원자(서약후보자 포함)를 위한 
양성 현황 파악 및 양성학교 동영상 활용 제고 
방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띤 토론을 하
면서 안건들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
였습니다. 전국담당 김성민 젤뜨루다 수녀님께
서는 회의 중간중간에 위트 있는 멘트도 날리
시며 수도자의 입장에서 풍부한 아이디어를 주
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
후에 전국 지회위원장 회의를 통해 소상히 전

달하고 또한 각 지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적으로 협력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저녁 단합의 시간에는 우리들이 준비해간 특
별 요리에다 와인 한 잔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었지요. 조금 
전의 회의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협력자
로서 멋진 길을 걸어보자고 다짐하며 서로 격
려하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터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각자 
살아온 인생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
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지요. 대화 도
중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시간도 가졌습니
다.  

다음날 아침, 관구위원장께서 손수 준비해 온 
온갖 해물을 넣은 라면을 직접 끓여주었습니
다. 그 정성에 어젯밤 얼큰했던 속을 깨끗하게 
해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맑은 정신으로 오전의 주요 일정이었던 
‘4월 관구회의’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는 곧바
로 성지주일미사를 우리끼리 오붓하면서도 거
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전국담당 박해승 요한 보스
코 신부님께서는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우리 관

워크숍	개막미사

워크숍에서	진지한	토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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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주일미사에서	성지가지	축성

우리	모두의	일치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	바치기

구위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강론 말씀과 몸짓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미사를 참례하는 
내내 우리 관구위원들은 가슴 뭉클해지는 미사
의 은총에 푹 잠길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의 관구위원
들도 마음으로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짧은 시
간이었지만 결실 있는 워크숍을 마칠 수 있도
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자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아무

리 어렵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인내하며 더욱 
힘을 합쳐 아름다운 협력자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행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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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번째 전국 지회위원장 회의를 2월 
27일(일) 오후 4시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
다. 관구위원 및 전국의 지회위원장 등 40명이 
참석하여 화면상으로나마 인사를 나누고 간단
하게 지회 소식을 공유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
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어서 4가지 회의 
안건을 담당 관구위원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22년 사순피정 소개 및 
양성학교 진행 방향’에 대해서 관구 양성위원
께서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사순피정도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수
도권은 3월 6일,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및 제
주권은 3월 12일에 실시하며 피정 주제는 올해
의 살레시오가족 생활 지표인 “모든 것은 강요
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로 정했습니다. 
양성학교는 대면 및 비대면을 혼용하여 실시
하며 기존의 서약 회원들도 시청을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협력자회 홈페이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관구 기획위원께서 발표하였습
니다. 우선, 기능적인 면에서 PDF파일을 다운
로드없이 화면에서 직접 조회하는 기능, 카카
오 알림톡 기능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콘
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해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
면으로나마 협력자들간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사도직 활동 사례집 발간’
에 대하여 관구 사도직위원께서 발표하였습니
다.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그동안의 사도직 활동
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
양한 사도직 활동에 대해 숙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네 번째는 ‘신간 서적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
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삶을 그린 ‘아무
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
라는 소책자와 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의 48년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신부 이태석’이라는 두 
권의 서적을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협력자들이 
읽기를 권장하여 살레시오 정신으로 살기를 바
랐습니다. 

https://dbdc.lk/

2022년 
첫 번째 

전국 지회
위원장 

회의

박홍석 파스칼(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기획위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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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 협력자회 한국관구는 현재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
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를 거의 2년반(2020.11.09~2022.03.19)에 걸쳐, 246개의 항을 관구 담당자이신 김성민 젤뜨루
다 수녀님을 통해, 핵심내용을 두번이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녀님
께서 매항마다 적절하고 다채로운 사진을 사용하여 우리는 ‘찬미받으소서’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많은 살레시안들의 ‘찬미받으소서’ 활동 가운데 이렇게 
회칙을 두번씩이나 살펴보게 된 것은 한국협력자회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 수녀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진 중에 계절별로 선택된 몇개의 사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

여름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이양상 토마스 아퀴나스(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홍보위원)

https://www.devp.org/en/legacy/five-ways-living-laudato-si-during-pandemic/

찬미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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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겨울

또한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수녀원의 주
최로 서울 신길동 수녀원 인근에서 생태환
경관련 가두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
를 원하는 협력자는 관구담당자이신 김성
민 젤뜨루다 수녀님을 통하여 함께 활동 
가능하다. 

 한편 협력자회 전 
관구위원장이신 윤
종걸 형제는 ‘가톨릭
기후행동’의 평신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관심있는 협
력자들의 많은 참여
도 기대된다.

찬미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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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관련 동아시아 살레시안들의 모임
인 ‘EAO Eco Team’ 은 수시로 모여, 관련 내용
과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2022년 2월 17일에
는 교회의 온전한 인간발전을 위한 개념 전개
(‘기쁨과 희망’에서,‘민족들의 발전’, ‘사회에 대
한 사목적관심’, ‘진리안의 사랑’, ‘찬미받으소
서’, ‘모든 형제들’에 이르기까지)와 살레시안
들은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과정을 만듭시다. 부분보
다는 전체가 훨씬 위대하니까요’) 등 여러 교육
이 있었다.

29찬미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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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월 22일에는 동아시
아대양주 각국의 활동 사례도 
나누었다.
 

캄보디아 
환경보호와 자연과 함께 살

아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
고 있다. 매년 잔디정원에서의 
묵상과 캠핑은 다른 공동체의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시아누크빌의  돈보스코 캠퍼
스도 자연 친화적으로 되었다. 

파푸아뉴기니 관구
파푸아뉴기니 관구에서는 3

개의 단체, 솔로몬 제도에서 1
개의 단체가 돈보스코녹색연
맹(DBGA)에 가입되어 있다. 
환경관련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돈보스코 녹색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있다. 가입하면 보다 많은 일
을 해야 할까 하는 염려가 있
어서다.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
는 일원이 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고 있
다. 

베트남
여러 살레시오 공동체 안에 

친환경 단체들을 형성하는 것
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5개 
단체에 25명의 회원이 활동하
고 있다. 

중국관구
학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식목할 곳을 찾기도 하고, 버
려진 캔이나 플라스틱 병들을 
수거하는 것을 조직하기도 하
지만, 코로나로 홍콩에서의 활
동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관구
습기에는 나무와 식물들이 

잘 자라지만, 건기에는 사람들
이 이를 태우고 있다. 건기에
도 나무가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
시키는 데까지는 많은 인내력
이 필요할 것이다.

호주태평양 관구
녹색피정(Green Retreat), 

묵상의 시간(ReflectionDays:
자연에 대해 묵상하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격려하
는), 학교담당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필요한 수
단을 제공하며(환경정화의 날, 
매월 정기적인 모임, 환경워크
숍에 150명의 젊은이들을 초
대하는 계획 등), 교구사제들
과도 협력하는 것을 계획/활동 
하고 있다.

동티모르관구
딜리의 한 센터에서는  머지

않아 재활용기기를 받아 활용
할 예정이고, 여러 학교의 젊
은이들도 이를 도입하여 재활
용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하

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에서 실험된 것으로, 향
후 음식물을 빠르게 섭취하여 
동물사료로 변화시키는 곤충
(a type of fly)을 이용하는 방
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이치(Taichi,돈보스
코 녹색연맹 EAO지구 
간사)

동아시아 대양주 지구는 기
후변화의 영향을 먼저 체험했
기 때문에 환경보호활동에 매
우 적극적이다.

몇가지의 합의내용
(1) 생태환경관련 활동을  

Boscolink, DBGA, ANS에 게
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자료화
한다. (2) 피정, 캠프 등을 통
하여 활동과 자료를 서로 나눈
다. (3) 환경관련 활동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관련 계
획(방안)들을 적극 확인하고 
관여한다. 

Photo by Marita Kavelashvili on Unsplash

찬미받으소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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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 Nizza Monferrato) - 살레시오수녀
회 창립 150주년(1872-2022)을 맞아 이를 기
념하는 감사 축제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
일 동안 살레시오수녀회의 발상지인 모르네세 
니짜 몽페라토, 토리노에서 열렸습니다.

감사 축제는 살레시오 가족의 전통적인 축제
입니다. 카를로 가스티니와 주세페 부제티가 
돈 보스코에게 바친 두 개의 은화를 오마주해
서 1849년에 생겨났습니다. 선물과 그에 이어
진 말에 감동한 돈 보스코는 이 것의 교육적 가
치를 느끼고 모든 살레시오 공동체로 확장시켰
고, 오늘날에도 살레시오수녀회와 살레시오회
는 감사 축제를 지냅니다.

게다가 올해 살레시오수녀회의 감사 축제에
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날은 2021년 10월에 총장으로 선출
된 키아라 카추올라(Chiara Cazzuola) 수녀에
게 총장으로서의 첫 번째 감사 축제였습니다.

둘째로, 이 축제는 새로운 총장이 살레시오 
수녀회 역사의 중심지인 니짜 몽페라토를 처음
으로 방문하였으며 니짜 몽페라토의 시몬 노
센조 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권 수여를 받아 
12,245명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모두가 니짜 
몽페라토의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올해는 살레시오수

녀회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살레시오 
수녀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런 특별함으로, 올해의 감사 축제는 3일간 거행
하였습니다.

4월 24일 일요일, 키아라 카추올라 총장은 발
도코에서 약 500여 명의 젊은이들과 만나 인터
뷰에 응하며 몇 가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4월 25일, 양성 중인 수녀들과 함께 미사에 
참례하며 젊은 회원들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
작하고, 오후에는 발도코 대극장에서 세계 감
사의 축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저녁, 모르네세
에서는 각 관구에서 대표로 온 양성자들과 함
께 살레시오수녀회 총평의회를 열었습니다.

26일 키아라 카추올라 총장은 현지 살레시
오 학교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어린이를 위한 축하행사에 참여하고 몇몇 관구
장을 만났습니다. 이어 몬시뇰 마르코 프라스
타로 아스티 주교가 주례한 미사에 참례했습니
다.  

150주년을 맞아 거행한 '감사 축제'는 앞으로
의 다짐과 실천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소식

살레시오 가족 소식

살레시오수녀회 창립 150주년 맞이 감사 축제

www.ibosco.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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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번 기회에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협력자회 관구위
원회 산하에 있는 두 개의 기구인 양성 위원회
와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중의 하나로 관구위원
회를 도와 회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소통 및 홍보업무를 담
당하며 이 밖에도 사회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각종 번역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협력자들의 소통과 친교를 나
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던 중, 
비대면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살레시오 정신을 
비교적 쉽게 나눌 수 있고 또한 각종 유용한 정
보나 살레시오 가족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
안으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의
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홈페이지
에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해 왔
습니다. 2년 전에 최신화된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 활용에 적합하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
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원들이 보다 편
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도 
기능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참여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
고 있으며 신선하고도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속적인 활동으로서는 매일 복음 묵상 글을 
게재함으로써 작은 데서부터 나날이 깨어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에 
의한 양성학교 동영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
림으로써 입회지원자는 물론 기존 서약회원들
도 초기 및 평생 양성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력자들간의 
진솔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자 집필진을 
구성하여 매월 두편씩 ‘협력자들의 나눔글’을 
게재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정신과 전국 각 지회의 소식
을 공유하고자 회보지를 발행하는 업무가 있습
니다.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협
력자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협력자들
의 글을 실음으로써 친교의 정을 나누기도 하
고, 협력자 세계위원회 및 한국 협력자회 관구 
행사 그리고 전국 지회 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소
명에 맞는 특집 기획을 연재함으로써 협력자로
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가운
데 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뉴스레터는 살레시오 가족에서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소식과 살레시오 가족 성
인 소개 및 전국 지회 생활을 꾸준히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사도직 생활계획 

협력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박홍석 파스칼(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기획위원)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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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해설서(초안)를 연재하여 모든 회원들이 
읽고 사전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위원 구성은 권역별로 고른 분배
와 특수 직무에 따른 역량을 고려하여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관구 기획위원인 박홍
석 파스칼(서울 관구관도심 지회) 형제께서 당
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 및 그 역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양상 토마스 아퀴나스(서울 암사동
지회) 위원은 협력자회 소식지 기획, 해외 홍보 
및 각종 번역업무를 맡고 있으며, 백윤미 임마
누엘라(서울 관구관그리조 지회) 위원은 각 지
회의 사도직 활동을 통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업무와 생태 영성에 관한 소통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이근송 안토니오(서울 돈보스코센터 
지회) 위원은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전담
하고 있으며, 김대건 안드레아(광주 마르텔리
지회) 위원과 이원석 빈첸시오(광주 마르텔리
지회) 위원은 협력자회 홈페이지의 기술적 분
석 및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수
경 아녜스(부산 맘마말가리타 지회) 위원은 매
일마다 올라오는 복음 묵상글을 맡고 있으며, 
노지영 멜라니아(살레시스) 위원은 양성학교 
강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다금 줄리아(수
원 나자렛 지회) 위원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소식지의 편집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느라 수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3년의 컴뮤니케이션 위원회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긴
밀한 업무 협조와 위원들간의 친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
면 만남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기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협력자들께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커뮤
니케이션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 좋은 환경에서 
보람된 협력자회 생활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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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 새 학기를 앞두고 쉼이 필요하여 여
행하는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년에 두 번 나가는 소식지에 글
을 써 주라는 부탁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
로 세 명의 손주들이 확진자와 접촉, 또 선생님
이 확진이라 교대로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
이라 많은 힘이 들어 계획 했던 여행인데......

전화를 받으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바오로
서간 어디에선가 사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신
자들이 생각났고, 또 인간적으로는 살레시오 
가족 행사 때마다 형제님과 자매님, 때로는 가
족 모두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예”라고 답을 했지요.

 
막상 대답은 했지만 평소에 자주 글을 쓰지도 

않았고, 불의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할 것 같아 머릿속
은 뒤엉켜있는 듯 했어요. 조용히 마음을 거울
에 비추어보며, 남에게 자신을 더 잘 드러내 보
이기 위해 힘들어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며, 나
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람의 속마
음을 보시는 그 분께 의탁하며 앞으로 나아갑
니다.

 
서울에서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남편의 고향인 광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
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광주는 설레임 보
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생각해보면 군부독
재와 언론의 부추김 영향인 것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네요.

광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니 너무나 낯
선 말씨. 학연이나 지연은 찾아볼 수 없고 일 
속에 묻혀 지내는 남편과 시외버스를 타고 직
장을 다녀야하는 환경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를 보며 ‘저 버스타고 서울로 가고 싶다. 친정
으로 돌아가고 싶다’하며 눈물지으며 지내면서 
성당을 찾아 주님 앞에 자주 머물렀어요.

주님의 현존과 위로에 힘을 얻고 지내던 중, 
새로 조성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어 성당을 
신축하게 되는데, 분가한 본당의 신부님께서 
광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성당을 짓는다고 하
시며 구역장과 여성분과를 제게 맡겼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젊은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
운 일이었지만, “예”로 답하고 나니 주님께서 
든든한 조력자 시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 맡겨
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던 중, 동네 가까이 살던 
교우가 어려운 소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인 아버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된 어머니, 유치원생인 
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 딸의 양육이 어렵
다는 말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 구역에서 매일 
모여 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소녀가 우리 아들과 동갑임을 생각하니, 
엄마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엄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지낼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하던 중에 소녀가 ‘광주 나자
렛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전갈을 받게 되어 아
픈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양월금 마리아(광주 베키 지회)

협력자의 편지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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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를 계기로 처음 나자렛집 방문을 하던 날
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주 근교 물 좋고, 사과
와 감이 맛있기로 소문난 장성에 터를 잡은 나
자렛집은 작은 마당, 텃밭, 감나무 등으로 조성
되었고, 그 작은집에 조그만 툇마루, 집 앞은 지
저분한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인근의 시골마
을 한 켠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의 협조
로 방치되어 있던 집을 수녀님들의 좋은 뜻을 
듣고 내어주셔서 광주 나자렛집을 시작하게 됩
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자렛집을 방문했을 때, 수녀

님의 환대는 큰 기쁨이었지요. 제가 광주에 와
서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난한 나
자렛의 성가정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에 텃밭
에서 방금 뜯은 어린 상추에 점심을 먹는데 얼
마나 큰 감동이던지요.

광주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나자렛집 도
착까지는 1시간 30분을 소요했는데, 그 피로
감과 수고는 수녀님의 환대와 김치와 된장, 상
추 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점심상 이었지
만 수녀님의 정성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
어요. 이렇게 첫 만남 이후 저의 기억 속에 자
리 잡게 되어 기회 있을 때 마다 가게 되었지
요. 비 오는 어느 날 나자렛집을 갔는데 아이들
이 밤에 오줌을 싸서 이불이 미처 마르지 않아 
수녀님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을 때,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려움을 알기에 더 안
타까웠어요. 또 아이들 몸이 벌레에 물려서 상
처가 많이 덧나 있어서 물어보니, 집 앞의 동네 
작은 연못이 있는데 물이 더러워 밤이면 벌레
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해충 퇴출기를 
사서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나자렛집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아

이들은 수녀님의 지극정성으로 안정을 되찾고 
눈에 띄게 자라는데, 어느 날에는 당장 저녁끼
니가 없어 수녀님들이 성요셉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저녁에 쌀 한 포대
를 가져오고,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체험했
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
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과 친해지며, 무엇
을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엄마의 마음이 샘
솟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수녀님과 상의하
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
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

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 이웃에게 나자렛집을 소개하는 일
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녀님께서 
협력자를 권하셔서, 처음 들어본 단체라 생소
했던 저는 계속 질문만 했지요. 수녀님의 설명
에 이해는 잘 안 되었지만, 일단 ‘예’를 하고, 제
가 소개한 이웃 세 부부와 협력자 양성을 시작
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부 중심의 협력
자 탄생을 앞두고 수녀님과 현명한 신부님의 
격려와 지지속에 행복하게 서약을 받게 됩니
다.

 
서약전에 장성 오두막집에 살고 있던 나자렛

집 식구들의 보금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
이 왔을 때,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
주 했던 기억은 아이들과의 우정을 더욱 쌓아
가는 기회였지요. 그 동안 많이 자란 아이들이 
힘을 모아 함께 발로 뛰며, 울고 웃고 우왕좌왕 
하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영지버섯 엑기스를 판매하기 위해 전국을 누

비던 일, 고마운 가수 인순이씨의 콘서트 등 수
녀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아이들과 협력자들
은 새벽이라도 눈 비비고 나서고, 봉고차 안에
서 식사하고, 먼 길 졸면서도 아이들의 재잘거
림에, 노랫소리에 피곤한 줄 모르고 신이 났었
지요.

건설사에 맡기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수녀
님이 직접 관여하신 새로운 집은 잔 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저희 협력자들은 언제나 부르심에 
대기하고 있는 날이 많았지요.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청소를 하며, 새까만 먼지를 뒤
집어 쓴 서로의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이 기쁨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었
어요. 새집이 완공 되어 축복식 하던 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세월이 지나 함께하던 아이들이 자라 학
부형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
는 모습은 협력자로서 큰 기쁨이고 보람
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신 주님
께 감사드리며, 살레시오 가족임에 자긍심
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협력자로
서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길 다짐해봅니다.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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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대한 양승국 신부만의 새로운 정의
하느님과의 수다!

생활성서사의 신간 도서 『기도 맛들이기』는 살레시오회 양승국 신부가 2014년도에 
출간한 『친절한 기도 레슨』의 후속편이다. 전작 『친절한 기도 레슨』에서 기도란 무
엇이고,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해 쉽지만 깊은 안내로 독자들이 기도에 한 발 내딛게 
했던 저자는, 『기도 맛들이기』를 통해 기도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한 방법과 기도
에 대한 경험담, 본받을 만한 성인들의 일화 등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기도에 더 깊게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많은 신앙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라 하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는 ‘하느님과의 만남’ 정도로 답한다. 하지만 『기도 
맛들이기』의 저자 양승국 신부는 같은 질문에 “기도란 바로 ‘하느님과의 수다’”라
는 다소 생뚱맞은 정의를 한다. 그는 기도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하느님과의 수다”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독자들에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기도하라고 제안한다.

기도
맛들이기

기도의 참맛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지은이 | 양승국
1만 3천원 / 생활성서사

책 소개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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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성학교 과정의 변모
입회지원자뿐 아니라 모든 서약회원의 양성에도 활용

 
2022년 1학기 양성학교 과정이 지난 3월 27일(일) 오후 3시 김상윤 신부님의 ‘예방교육 영성

의 이해’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수도권의 입회지원자들이 코로
나 상황에서 동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제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실시간 Zoom을 통한 비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조별 나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홈페이지에 양성학교 동영상을 올
려 모든 협력자(서약회원 포함)가 보도록 SNS를 활용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양성방’에는 그동안 올려 온 양성학교 동영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양성학교 과정의 대주제와 월별 강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이를 참조해 
양성에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 협력자의 신원과 정체성 (개인적 차원)
주	제

1
학
기

3월 성	요한보스코의	생애와	영성

2
학
기

9월 살레시오	가족안에서의	협력자의	위치

4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애와	영성 10월
교회의	평신도	영성	안에서	바라	본	협력자회	
(Vat.Ⅱ	문헌참조,	복자	알베르토	마르벨리)

5월 협력자란	누구인가? 11월
협력자의	모델-맘마	마르게리타와	
복녀	마리아	다	코스타

6월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어제와	오늘 12월
열린	강좌
(서약회원이	들려주는	협력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2022년 살레시오 영성을 사는 협력자(공동체적 차원)
주	제

1
학
기

3월 예방교육	영성의	이해(일반론)

2
학
기

9월 착한	목자	예수님의	성심과	성체	신심

4월
예방교육	영성의	3요소
(이성,	종교,	사랑<Amorevolezza>)

10월 살레시오	가족정신의	이해

5월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
(나에게	영혼은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라)

11월 도움이신	마리아	심신

6월 살레시오	가족의	성화와	영혼	구원의	영성 12월 낙관주의와	기쁨,	일과	절제,	그리고	일상의	영성

2023년 담장 밖의 살레시안(사도적 차원)
주	제

1
학
기

3월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하느님과	세상

2
학
기

9월 협력자와	자연환경,	생태신학

4월
성사적	사고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10월 현대사회	안에서의	협력자의	자세(생활지표	참조)

5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살레시오	협력자
(믿음,	희망,	사랑)

11월
디지털	대륙과	함께	하는	협력자
(청소년	문화의	이해)

6월
다문화,	새터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자

12월 현재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사도직	소개

양성학교

신태흥 라우렌시오(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양성위원)



<2022년 사순 기간 메시지를 통한 모금>
우크라이나 살레시오 가족을 위한 모금액: 10,340,100원(마감 4월 19일)

<2022년 협력자회 관구대회 알림>
규칙서 제28조 제2항 및 관구대회의 절차 및 관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국살레시오협력자회 2022년도 관구대회
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1.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5일 14:00, 비대면 화상회의(Zoom 사용)
관구위원(관구관 5층 회의실), 지회위원 및 담당(화상참여)

2. 참석 대상
관구대의원[관구위원 및 지회위원(담당 신부님/수녀님 포함)]
설립중인 지회의 담당자, 설립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관구대회를 참
관할 수 있습니다.

*살레시오 협력자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국민은행 758401-04-158607
예금주 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공동사도직 이동 오라토리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232101
예금주 복지법인 살레시오 수녀회
기부영수증 발급가능 : 윤남화 리드비나 수녀님

이메일 asceaokor@gmail.com 홈페이지 www.asscc.kr
www.bosco.link (Australasia 소식)

(0743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관구관3층,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회

65,YEOUIDAEBANG-RO,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ASSOCIATION OF SALESIAN COOPERATORS

*상기 주소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당신
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아시는	어머니이시니,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자
비로우신	어머니,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	저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애틋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당
신의	현존을	저희는	체험해	왔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평화로	가는	길을	잃었나이다.	저희는	지난	세기의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된	비극
의	교훈을	잊었나이다.	저희는	국제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경시하고,	민족들의	평화에	대한	꿈과	젊은이들
의	희망을	저버렸나이다.	저희는	탐욕에	빠졌고,	국가	이기주의에	갇혔으며,	무관심으로	메마르고	이기심
으로	마비되었나이다.	저희는	공동의	집과	이웃의	수호자임을	잊었나이다.	하느님을	무시하고	거짓과	함
께했으며,	폭력을	더하고	생명을	억압했으며,	무기	비축을	선호했나이다.	저희는	전쟁으로	땅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죄로	아프게	해	드렸나이다.	저희
는	저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와	모든	것에	무관심했나이다.	이제	부끄러워하며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죄의	비참함,	우리의	수고와	나약함,	알아듣기	힘든	악행과	전쟁의	부당함	속에서도	하
느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당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교회와	인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옵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선의로	저희와	함께하시고	역사의	굴곡에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나이다.

그러니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희를	끊임없이	회심으
로	초대하시니,	저희가	당신	성심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저희에게	오시어	도우시고	
위로하소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너의	어머니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당신께서는	저희의	
엉킨	마음과	시대의	매듭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이다.	저희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특별히	이	시련의	
순간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도우러	오실	것을	확신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갈릴래아	카나에서	아드님이	개입하실	때를	앞당기시어	예수님의	첫	표징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나이다.	잔치가	비탄의	상황이	되어갈	무렵	당신께서는	아드님께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오	어머니,	오늘날	희망의	포도주가	떨어졌고,	기쁨이
사라졌으며,	형제애가	약해졌다고	하느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소서.	저희는	인류애를	잃었고,	
평화를	잃었나이다.	저희는	모든	것을	폭력과	파괴로	해결하려	하나이다.	저희는	어머니의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나이다.

어머니,	저희의	이	간청을	들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어머니,	저희가	전쟁의	풍랑	속에서	난파되지	않도록	하소서.
새	계약의	궤이신	어머니,	화해의	계획과	길에	영감을	주소서.
“천상의	땅”이신	어머니,	세상에	하느님의	화합을	주소서.
증오를	없애시고,	복수를	진정시키며,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핵위협에서	세상을	보호하소서.
묵주기도의	모후,	저희	안에	기도와	사랑의	필요를	일깨워	주소서.
인류	가족의	모후,	저희에게	형제애의	길을	보여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에	평화를	주소서.

오	어머니,	당신의	눈물이	저희의	굳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	증오로	말라
버린	이곳을	흐르는	계곡이	되게	하소서.	무기의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저희를	평화
로	이끌게	하소서.	폭격의	피해로	고통받고	피란길에	오른	이들을	어머니의	손으로	감싸주소서.	집과	조국
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위로하소서.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이	저희를	연민으로	인도
하시어	저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상처	입고	거부당한	인류를	돌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께서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이렇게	예수
님께서는	당신께	저희	모두를	맡기신	다음	제자들에게,	곧	우리	각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어머니,	이제	저희의	삶과	역사	안으로	당신을	모시길	바라나이다.	이때에,	
지치고	혼란에	빠진	인류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나이다.	어머니께	저희	자신을	의탁하며	어머니
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봉헌하나이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으로	공경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국민
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어머니의	성심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과	굶주림,	불의와	고통으로	점철된	
모든	민족을	위하여	뛰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의	어머니께	교회와	온	인류,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장엄하게	의탁하고	봉헌하나이다.	저희가	신뢰와	사랑으로	행하는	이	봉
헌을	받아들이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소서.	어머니의	성심에서	우러나온	‘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의	말씀이	평화의	임금님께	역사의	문을	열었나이다.	저희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성심
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온	인류	가족의	미래,	민족들의	필요와	기대,	세
상의	불안과	희망을	어머니께	봉헌하나이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가	땅에	쏟아지고	감미로운	평화가	저희의	일상에서	약동하게	하소서.	성
령께서	임하신	날	‘예’	하고	응답하신	성모님,	저희에게	하느님의	화합을	주소서.	‘희망의	샘’이신	어머니,	
저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소서.	당신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엮어	내셨으니	저희를	친교의	장인으로	
만드소서.	당신께서는	저희의	길을	걸으셨으니	저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Da mihi animas
Cetera tol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