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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과 우리시대에 당면한 것들  

오늘의 인류에 충실하고 그들의 문제와 기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현대세계의 

도전과 새로운 시대의 징표들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은 바오로인이라는 우리 

신원에 있어 불가피한 필수요건이다. 보편성, 토착화, 학문 연구과 준비, 세속적인 

신분과 노동의 활용과 같은 단어는 나날이 사도로서의 우리의 단어, 우리 자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1. 근대와 근대 이후의 사회  

1.2. 오늘날 인류의 문제와 기대, 새로운 도전과 시대의 징표들  

1.3. 홍보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토착화  

1.4. 문화와 문화들: 학문 연구와 준비에 대한 중요성  

1.5. 세속적인 신분이 갖는 풍성함  

1.6. 노동: 사도적 가치, 연대성과 나눔  

 

2. 그리스도와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오늘의 인류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축성되고 파견되었다는 우리 신원(정체성)의 본질적인 영성으로 돌아 

가야한다.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은 당신의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 마리아, 요셉, 바오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있어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리스도와의 변화된 만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표징들은 겸손의 의미, 

회개의 필요성, 개선(改善)의 정신, 전례적인 감각이다.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의 

정신인 것이다.  

 

2.1. 성 바오로의 자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  

2.2. 바오로적인 생활의 중심: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2.3. “성공의 비결” 속에서의 하느님과의 생동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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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리아, 요셉, 바오로 사도: 바오로적 생활의 모델들  

2.5. 동화(同化)되어, 살았고,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  

2.6. 성체성사: 생활의 역동적인 중심  

2.7. 바오로 가족의 은사이며 특징인 성체조배  

2.8. 전례서: “성령의 책”  

2.9. 겸손과 지속적인 회개  

2.10. 개선(改善-속죄)의 정신  

 

3. 모든 교회와의 친교  

우리 시대에 인간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은 모든 교회와 함께 

하는 친교의 정신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친교는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롭게 밝힌 바 있다. 우리의 고유한 

카리스마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이다. 반면에,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은 교도권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예언적 직무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 수도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과 

평신도 일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함과 범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의 새로운 국면에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함을 의미한다.   

 

3.1. 제 2 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교회  

3.2. 교회 생활 속에서의 “바오로적 카리스마”  

3.3. 교회에 “무언가”를 말하고 주는 것  

3.4.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과 교도권과의 관계  

3.5. 사제와 제자: 몇 가지 법적인 면  

3.6. 여성의 존재  

3.7. 수도회 내에서의 “평수사”  

3.8. 수도회 내에서의 “직무상의 사제직”  

3.9.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 열린 국면  

 

4. 바오로적 카리스마에 따라 역동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우리의 축성생활  

설립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에 적극 충실 하는 것. 바로 

인류에 관한 만큼 주님과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서 오늘 요구하는 바다. 이것은 

우리 축성생활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사명의 

원대함, 절박함, 예언자적 직무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제직과 제자직분의 상호 

보완성과 서로 내어줌을 통해 바오로인이라는 큰 은사를 깨닫고, 바오로 

가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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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친교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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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의 사도직은 설교이다. “언어사용”에 주의!  

4.10. 바오로인(人) “저술가”  

4.11. 바오로인(人) “예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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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인(人) 제자와 사제들로서  

4.13. 유일한 정체성과 사명: 직무상의 이중적인 표현  

4.14. 보완성에 대한 이해  

4.15-A. 사도직의 세 단계와 “고유한 영역”  

4.15-B. “고유한 영역들”을 재 정의하고 확장함  

 

바오로인(人) 가족으로서  

4.16. 바오로인(人) 가족에 대한 소속감  

4.17. “보육자(altrice)” 성 바오로 수도회  

4.18. “보육자(altrice)”의 기능 속에서 제자들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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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바오로인(人) 성소의 긍정적인 표징들: 부르심에 대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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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ZIONI 
 
 
AA – Apostolicam Actuositatem 
AD  –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AE  – Apostolato dell’edizione 
CISP  – Carissimi in San Paolo 
CJC  – Codex Juris Canonici 
DC  – Documenti Capitolari 1969-1971 
DF –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EN – Evangelii Nuntiandi 
GMIOS – Gesù il Maestro, ieri,oggi e sempre 
GS  – Gaudium et Spes 
IL  – Instrumentum laboris, Sinodo dei Vescovi 
IM – Inter Mirifica 
LG – Lumen Gentium 
MCS  – Meditazioni per consacrate secolari 
NMI – Novo millennio ineunte 
PC  – Perfectae Caritatis 
PO – Presbiterorum Ordinis 
Pr   – Prediche del Primo Maestro 
RM  – Redemptoris Missio 
SC  – Sacrosantum Concilium 
SdC  – Spiegazione delle Costituzioni 
SP – San Paolo 
UPS  – Ut perfectus sit homo Dei 
TMA – Tertio millennio adveniente 
VC  – Vita Consecrata 
VFC  – Vita fraterna in comunit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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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요  

 

 

성찰 과정 단계  

 

1998 년 성 바오로 수도회의 제 7 차 정기총회의 권고사항들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총 통치는 사제-제자라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바오로인 성소에 

부응하는 신학교를 실현하도록 열렬히 독려하였다》.《주제의 중요성과 복합성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되는 2001 년, 뉴델리에서 있었던 중간 총회는 《“신학교”의 

준비와 진행을 다음 총회 전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함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통치는 《적당한 수의 형제들(5 명 

이상)에게 과제를》맡겨.《필요한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여 수도회 회원들의 

참여를》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2001 년 6 월 7 일, 피에트로 캄푸스 총장 신부는 각지에 있는 수도회의 

형제들에게 성찰, 고찰, 조언을 통해 기여해달라는 글을 발송했다. 그리고 2002 년 

1 월에 모든 이들의 기여를 존중하여 주제를 심화시키는데 전념하는 한 바오로인 

한 단체를 임명하였다. 이 연구 단체에 부르심 받은 형제들은 안드레스 아르볼레다 

신부(총원), 루이스 바리오스 수사(아르헨티나-칠레-페루관구), 가를로 키비엔 

신부(이탈리아, 양성을 위한 순회팀 멤버), 루가 데 마르키 수사(이탈리아), 호세 

루이스 퀸타나 신부(멕시코),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이탈리아), 블라이스 타다틸 

수사(인도)이다. 그 단체와 함께 작업의 정리를 위해 두 명의 총원 참사인 후안 

마누엘 갈라비즈 신부와 프란치스코 케사 수사가 있었다.  

연구는 두 회기로 나뉘어 로마의 총원에서 있었으며, 중간 시간에는 개별적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회기는 2002 년 2 월 28 일부터 3 월 6 일까지 있었는데, 주제를 

인식하고, 심화해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방법론적 선택을 취하기 위해 다양한 

기여자들의 글에 매달렸다. 두 번째 회기는 6 월 16 일부터 27 일까지 있었으며, 이 

글의 초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작업할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목표: 역동적이고 완전한 신뢰  

 

총 통치에서 연구팀에게 위탁한 것은 진지한 연구와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주제의 혁신적인 안(案)을 수도회에 제공하는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론들은 

이해하기 쉽고 용기를 불어넣는 용어로 표현되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성소적-

양성적인 분야에서나, 오늘날 선교의 완수에 있어서나, 봉헌된 우리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증거에 있어서 실천적인 결론을 쉽게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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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모든 바오로人들의 역동적이고 완전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문제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 신뢰”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 《인간과 우리시대에 대한 신뢰;  

-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신뢰;  

-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신뢰;  

- 수도자적인 생활과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대한 신뢰》(수도자들과 인류증진을 

보시오, CRIS, 1980).  

 

우리가 제시하는 숙고된 제안(提案)들은 총 통치에서 제시된 이러한 과제들을 

완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수도자들에게 한 교황의 권고들, 더욱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세계정세, 우리시대의 

남녀들은 우리 바오로인들에게 예언자적인 대담함, 증거의 확실성, 언어와 계획에 

있어서의 독창성을 요구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에 관해 나르시스적인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하는 것은 20 세기의 인류에게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이며 목자이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설립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에 대한 하나의 인식의 포착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모든 바오로인들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제공하도록 자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카리스마적인 은총과 풍요로운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홍보문화는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독창적인 형태로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 연구는 결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새로운 충격을 

가하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한 “작업의 도구”에 대해서만 

논하며, 그 성격은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역의 

차원에서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와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깨닫기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불안한 세상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숨어있을 수 없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도전들에 어떤 응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정체성”과 “이중적인 표현”  

 

“정체성”과 “이중적인 표현”은 이 성찰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 7 차 정기 총회에서 선택한 바오로인 사제의 정체성과 

바오로인 제자의 정체성을 분리하여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미래의 참된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것이었다. 사실 수도 서원을 

 8



통해 제자와 사제는 바오로인이 되는 조건을 충만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바오로적인 성격”에 기초하여 바오로인을 드러내는 한 면과 다른 면에 의한 

특별한 은총의 상호 선물(은사)이 형성된다. 이 일치와 상호성은 구체적인 사명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기능적인 가치뿐 아니라 선물(은사)의 상호성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회헌 (제 5 항)에서 언급하듯이 서로 

“바오로인”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공동으로 

할 은총의 특별한 자산인 상호간의 선물과 봉사로서, 제자와 사제의 독특함과 

특별한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정체성이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철학적인 논제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존재의 

일치성(불가분 내재하는)과 다양성의 체험(다른 모든 존재로부터의 구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관한 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관점을 우리는 채택한다. 유일한 

존재로 부여받은 실체는 동시에 다른 것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실체를 가진 

모든 법인(法人)들에게는 어떠한 남자나 여자이건 간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듯이, 그들의 명칭의 다양함과는 별도로 동일한 정체성이 부여된다.  

더 넓은 의미로는 특정한 정체성이 특정 그룹의 회원임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같은 속성을 지니거나 같은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의사들에게는 의사의 신분(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수도회와 그 회원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할 때는 논리적이거나 공동의 언어로는 불충분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과 축성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소명에서 출발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성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덕에 도달하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협력함으로서 구체적인 사도직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은총의 풍요로운 

자가 되었다. 나아가 친교의 교회론은 공동선의 시각에서 카리스마의 활력을 

고찰함으로서 전통적인 것들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성 바오로 수도회의 각 회원은 자신의 정체성이 삶의 증거와 사회 홍보 

사도직과 함께 현대 세계를 성화(성덕)하고 복음화 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수도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수도회 축성생활의 공동 선물과 특별한 

선물(직무상의 사제직, 평신도, 개인적인 카리스마들...)을 통해 우리는 성화와 

구체적인 사명의 공동 목적을 위해 최대한 부응하도록 얽매인 

사람들이다.《축성생활자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다.》(CJC 

제 588 조, 1 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축성생활은 우리 바오로인 정체성의 참된 

원천임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사제나 제자의 신분은 동일한 바오로적 성격의 

특별한 꽃으로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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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수도회, 바오로 가족, 

교회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방법론: 수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 신뢰”  

 

1980 년의 수도자들과 인간적 증진 문헌에서 교황청 수도회성은 수도자들과 

재속회원들을 위해 현대 세계의 정세를 고려한 개혁의 공의회의 원칙에 따라 

수도자들이 전반적 인간적 증진에 기여하고 안내역할을 해야 하는 네 가지 

“신뢰”의 중요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신뢰는 1) 인간과 우리 

시대에 2) 그리스도와 복음에 3) 교회와 세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에 4) 수도 생활과 

그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대한 것으로, 고유한 생활의 어떤 환경에서나 어느 

처지에서나 모든 수도자들의 쇄신된 책임을 위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빛나고 풍부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이 목차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사제, 제자라는 이중적인 표현 속에서 바오로인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의 

성찰을 이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도록 하느님이 알베리오네 

신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물을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서, 

우리 존재의 원천에로, 우리의 행동의 동기로 우리 자신을 재인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들  

 

이 연구의 대상들은 성 바오로 수도회의 전체 회원과 수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상들과 양성 책임자들은 이 연구를 

수용하고 공동체, 단체들과 각 형제들의 발전을 위해 그들에게 동기를 밝히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할 주역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각자가 깨달은 좋은 

것들은 “주님과 새로운 세기의 인류를 위해”(풍성한 부 15 참조) 바오로 가족과 

함께 완수해야 할 사명을 달성함에 있어 수도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세세한 목차를 따르면서도 약간의 간단한 카드 형식의 인쇄물의 배부는 개인적인 

심화, 그룹의 토론과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읽는 요령  

 

각자 목차 전체와 완결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해주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읽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연구와 단체토론에 있어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그 이상을 심화시키고, 적용을 구체화하고, 틀린 점을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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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때마다 한 장씩의 목차(Schema)(혹은 

특별히 비슷한 경우, 최고 두 장)만을 취할 것을 권한다.  

지역 장상들과 성소 사목 담당자, 양성 책임자들이 공동체에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방침(공동으로 연구할 것이 어떤 목차인지, 가져올 결과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심화하고 적용하며 수정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모임의 기간과 

횟수를 어떻게 수렴할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공동성찰의 작업에로 안내하는 

것은 지역 장상들과 양성자들의 임무이다.    

생각의 나눔, 문화의 상호 교환이 요즘처럼 중요시 된 적이 없었다. 나누었던 이 

성찰은 우리 바오로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신원(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는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작업의 바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세계도처에 있는 바오로인이면 젊은이건 노인이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고 제외되었다고 느껴서도 안 된다.  

공동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성찰에 있어서도 목록 외에 이 문서를 

보완하는 다른 주제들과 부록들을 참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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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과 우리 시대에 당면한 것들  

 

 

 

오늘의 인류에 충실하고 그들의 문제와 기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현대세계의 도전과 새로운 시대의 징표들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은 바오로인이라는 우리 신원에 있어 불가피한 필수요건이다.  

보편성, 토착화, 학문 연구과 준비, 세속적인 신분과 노동의 활용과 같은 단어는 

나날이 사도로서의 우리의 단어, 우리 지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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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대와 근대 이후의 사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의 나라에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문명의 성격에 따라 

양성된 자녀이며, 우리시대의 공동책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계획에 있어 우리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표징들과 자극들을 역사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1949 년, 

알베리오네 신부는 동방으로 첫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적은 바 있다: “세계는 

신속히 변해 가고 있다. 주택지구, 문화  상업이 바뀌고 있다. 조용하고 빠른 

변혁은 출판, 라디오, 영화, TV, 항공, 정치적, 사회적, 산업적인 운동, 원자 

에너지...를 통해 도래한다. 지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종교는 항상 존재해야 한다. 멈추거나 

늦추는 사람은 시대에 뒤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원수가 이미 수확한 들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CISP, 1010 쪽).  

,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시대는 많았다. 모두가 여러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의 질에 따라 어쨌든 정리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개 모든 시대는 전 

인류에게 펼쳐진 문화나 문명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의 끝으로 정의되는 이 시대에 우리 바오로 가족은 첫 십년을 보냈다. 이 

시대는 서구 문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동시대”와 “지배적인” 문화로도 이해된다. 

산업체, 대중 매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지구의 모든 

지리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한 세계화에 포함된다. 이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종교와 종교 교의의 무조건적인 수용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의 획득에 지향을 둔 이성의 활용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 정치, 정의와 일반적인 인문 과학 등 우리를 

둘러싼 전 분야에 걸쳐 서서히 번져가고 있다.  

2. 국가는 세속적이고 민주주의적이다. 국가의 기초는 시민들로서 종교와 

종교적인 실천과는 별개이다.   

3. 기술적인 합리성: 기술의 기원(起源)에서 발전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지식의 

발전.  

4. 문화의 세속화: 일상적인 현실의 전 분야 - 정치, 사회, 윤리, 경제, 권리 - 에 

걸쳐 종교적인 범주에서 자신을 서서히 분리시켜 독립한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합리화 현상은 현실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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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근대의 인간은 과학, 기술, 조직의 도움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행동하고 있다. 현 시대에서 영원을 지향하는 인간의 

수직적인 시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인간의 마지막 기준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비주의, 개인적인 성취, 복지의 세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인류학 분야에 있어서의 실존(삶의 의미) 적인 원대한 질문들은 

인식으로부터 전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하찮게 취급되거나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근대이후의 사회. 1970 년대에는 합리적인 문화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근대주의의 

꿈속에서 신앙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터무니없는 

희생과 이미 했거나 아직도 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적인 교전, 생태계의 훼손, 전 

지역에 걸쳐 점점 더 두각 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이들 간의 괴리,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의 실추(失墜), 식민주의에서 벗어나 인민주의 독재로 떨어진 새로운 

국가들의 위기 등은 만족할 만한 응답을 기대하는 현시대 인간에게 불안정과 

혼돈상태에 방치하도록 한 사건들이었다.  

이데올로기의 붕괴,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친 다원주의의 정착, 정보의 보편적 

동시 전달, 어떤 교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갖지는 않으나, 주관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한도에서 자유의 적용을 방치하는 상대주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근대이후’라고 정의하는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모순적인 문화는 

이 시대 인간으로 하여금 교황을 인류전체의 유일한 윤리적인 지도자로 보게 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연대성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성을 두지 않는다. 자기 생활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당연한 결정은 못하게 

하면서도 인류의 불행에 대해서는 감정에 얽어매어 인간을 몰아댈 수 있는 문화인 

것이다. 이 문화의 비극적인 결과는,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되는 생명에 대한 경시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병행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의 다른 부정적인 표현들은 오늘날, 

과거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발전의 가능성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하고 우리 시대의 사도로서 활동해야 할 장(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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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늘날 인류의 문제와 기대, 새로운 도전과 시대의 징표  

 

우리시대 남, 여가 지닌 문제와 기대에 동참함으로서,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홍보의 세계 속에서 우리 사도직을 통해 있는 

그대로 참여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민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바오로인의 사명은 특정 단체나 분야별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중에게 우선을 두면서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계급, 신분, 나이, 조건, 국적  대륙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UPS I, 372-

373)  

 ,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홍보의 대상이 누구인지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과 일상생활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이동 현상, 수많은 전쟁의 진원지, 외채, 보다 나은 생활수준의 추구, 잘 

사는 나라를 향해 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많은 주민들을 몰아냄으로서 드물지 않게 

논의되는 생존에 대해 외면할 수가 없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의 이민 

현상이 있다. 다른 한편,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전통 그리스도교 사회의 노화와 

과거의 가치와 확신을 상실한 만큼을 실용주의, 무관심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2002 년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메시지 

참조, 제 4 항). 나아가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지구의 넓은 공간을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고 유해하게 만드는 생태계의 파괴, 자주 파괴적인 전쟁의 공포로 

위협받는 평화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훼손에서 

오는 도전들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있다: “많은 것들이 절박하고, 거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교회의 개입이 인기를 잃게 할 만큼 더러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때문에 사랑에 대한 교회의 계획에서 멀어질 수 없는 

복음적인 원천의 몇 가지 면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황은 

인간의 잉태에서부터 자연스런 황혼에 이르기까지 각 인간 존재에 대한 생명의 

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와, 윤리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종의 생명공학 

분야에 관해서 과학의 새로운 위력이 활용되는 만큼 의연하게 선포할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특별히 이렇게 미묘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증거의 효과를 위해, 교회의 입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크나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동일한 본성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들을 해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인간 존재의 운명과 문명의 미래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원칙들이 어디에서나 존중 받기 때문에 사랑은 당연히 문화, 정치, 경제, 

가정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NMI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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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도직 매체들을 고찰하면서, 홍보의 세계를 변혁시켰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언어수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중 매체와 전파기기, 상호활동, 고전학 

등은 적합한 체제를 요구한다.  

더 이상 전통적인 홍보의 단일체제는 없고, 그에 따라 우리 사도직의 대부분도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사고방식, 자세, 양성, 사도적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도적 분야를 향해 문호를 연다.  

 

끝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 (UPS I, 373)라는 내용을 

고찰해볼 때, 자유와 자치의 모색이 때로 인간과 인간 역사의 한정된 인식에로 

몰아감으로서 존재의 초월적 차원을 망각하게 하였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이 바로 세속주의이다. 노동계 특히 상업계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금세기의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상당히 발전된 고유한 

연대성 제체의 개념을 붕괴시키려는 듯하다. 이제까지 알려진 가치들의 객관적인 

척도는 가치 자체보다는 여론조사에 우선을 둔 수치로 대체된 듯하다. 반면, 이와 

더불어, 거의 모순적으로 사회는 자주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새로운 종교적인 

행위와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전개시켜 나갔다. 이러한 방향 하에 기성 

종교의 유신론과 실천적, 사상적 무신론으로 대치시켜 나타난 것이 새로운 이단 

집단, 뉴 에이지 운동이다. 가볍고 불안정하며 피상적인 문화, 모든 것이 소비의 

산물과 교환의 대상이 되는 즉석 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혼인, 노동,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간단히 언급한 이러한 기본요소들과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홍보 문화 

속에서 사도로서, 복음 선포자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며 

부담이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고 응답해야 할 “시대의 징표들”인 

것이다.  

 

우리의 설립자에 관한 올바른 인식은 그가 역사와 사회학의 연구에 중요성을 

두었던 것을 인정하도록 이끌 것이다.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 완수는 이 두 분야 

속에서의 강한 감수성과 확실한 준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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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홍보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토착화  

 

“우리는 성 바오로처럼, 성 바오로 안에서, 무식하거나 교양 있는 사람, 가톨릭인  

공산주의자, 이교도, 회교도 등, 모든 사람들에게 채무자임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도직은 모든 이를 향하여” (사도들의 모후에서, 1951 년 

4 월)  

,

복음화를 위한 보편적 압력은 처음부터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고와 사업을 

특징지었다. 그 보편성은 어려움과 고통에 구애받지 않고 용기를 갖고 강한 

의지로서 알고 있는 세상의 끝까지 향했던 성 바오로의 모습과 업적에 바탕을 둔 

순수한 “바오로인”의 특성이다.  

 

세계화와 지역화  

오늘날의 세계는 변하고 있고, 사회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을 살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한 사회에 속해 있어도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열려 개방적이다. 홍보 

수단들은 나라와 종교와 대륙의 모든 한계를 넘어 각 개인들 간에 활발하고 

동시적이며 상호적인 접촉을 가능케 한다. 최근에 강조된 세계적인 시야의 열림은 

지구화, 세계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라는 다양한 이름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 

월등한 것은 세계화라는 것으로, 경제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문화적 단계에까지 

확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나란히 전 지역에 걸친 지역 문화의 재발견이 

있다. 한편에서는 통합을 모색하고 (세계화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속한 단체의 

고유한 특성들을 재발견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복음화에 있어 우리 삶과 봉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가톨릭교의 보편성” = 보편성  

“가톨릭교의 보편성”에 대한 주목은 진정한 보편성(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회의 가장 절박한 하나의 호소이다. 정체성을 인정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선택보다도 사람을 제일 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지역적인 현실에서 토착화와 육화의 과정들, 세계적인 현실에서 친교의 관계들이 

강화되도록 고무하고 자극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사회 속에서 축성 생활은 새로운 의미를 회복하고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게 된다.  

당면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크고 매력적인 홍보 세계 속에 투신하는 

대범한 개방을 시도함으로서, 우리 수도회 안에서 “지역적으로 행동은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즉, 가톨릭적인 사고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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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화와 홍보  

미디어의 이용이 설교에 중요하다면, 홍보 문화를 복음화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홍보 수단은 .. 복음 선포를 확장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현대의 홍보 수단으로 조성된 이러한 ‘새로운 문화’ 안에 메시지 자체를 

통합시키는데 있다” (RM 37 이하).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할 것은 오늘날 

“홍보는 매체들의 총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다. 사제와 수도자들의 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지침이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토착화이다”.  

.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토착화는 그리스도교 생활과 메시지가 한 문화에 의해 

동화된 복음화의 과정으로, 이 문화의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영감의 원칙으로 자신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때는 변화하는 영감의 규칙과 

힘이 그 문화를 재창조하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총 통치는 “스승 예수에 관한 세미나”의 최종 문서에서 이렇게 표명하였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화는 토착화 여정을 

선택함으로서 다양한 문화들 속에 자신을 적응시킬 의무가 있다... 홍보의 과정에서 

바오로적 영성을 토착화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홍보 문화를 

살고 의식할 필요가 있다” (GMIOS 562-563).  

세계화와 지역화, 보편성(가톨릭교의 보편성)과 토착화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 커다란 도전들이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오히려, 사고방식의 차원에서나 

체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회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에 있어 생활과 복음화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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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와 문화들: 연구와 준비의 중요성  

 

설립 초기와 바오로적 인격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문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도적 사명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생활 태도이다. 선교사를 육성함에 

있어 문화는 바오로인으로 하여금 우선 태어난 조국, 속한 대륙, 전 세계의 

“오늘날의 사람들”과의 조화를 가능케 한다. 아울러 바오로인은 세계와 홍보 문화 

속에서 복음의 토착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과 각오를 다진다. 즉, 

그리스도를 확실히 선포하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지적인 양성은 개인적인 성향, 성소의 표현 방식과 수도회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이 의무 교육화 시킨 인성 교육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바오로인에게 적합한 몇 가지 문화적인 양성의 인성 계획은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인간적, 기술적인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종교적이고 바오로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문화, 홍보기술에 있어서의 문화, 서로의 

문화에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언어 능력을 습득함으로서 사도적 책임으로 무장한 

문화 등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사도직은 기술을 요구한다. 먼저 

일반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홍보 수단들에 관한 기술이다. 그래서 책과 정기 

간행물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고, 라디오, TV, 카셋트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도직의 다른 분야들도 편집해 나가야 한다”. (SP, 1968 년 3 월). 

설립자는 내용이 풍부한 문화를 소유하는 것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적절한 표현 

수단 능력을 갖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요구, 홍보 수단의 

언어와 규범들은 내용의 선택과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했던” (I 고린토 9,22 참조) 성 바오로처럼 바오로적 

사명에 있어 직무는 오늘날 수취인 중심의 멀티 미디어적인 홍보와 네트워크로 

실현된다. 문화적인 준비는 사명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며, 수취인들의 소리와 

홍보 문화의 인식이 만들어낸 “편집”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오로인은 복음이 모든 문화와 모든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기초가 되도록 하는 

데에 그들 사도직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의 보편성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복음에 비추어 판단된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교회의 현존을 느끼도록 한다. 공적 사적 모든 

일에 대한 적응과 이해의 정신, 그리고 모든 예배, 법률, 정의와 사랑의 공존이 

있어야 한다” (풍성한 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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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견실한 문화와 더불어, 우리 바오로인은 현재 봉사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 즉 역사, 언어, 종교, 정부체제, 법률, 가족제도, 예술, 전통 등에서 출발한 

다양한 문화들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 없이는 

토착화에 대해서는 물론 상호 문화성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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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속적인 신분(평신도 계급)이 갖는 풍성함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 계급과 수도자 신분을 제외한 모든 믿는 이들을 

평신도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0 참조).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대부분이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성소는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서 천국을 찾는 데에 있다”. 그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1 참조).  

(1988 년) 바오로 출판사들의 국제 세미나 회의록에서 브루노 포르테는 교회 

안에는 고유한 능력, 인품,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존중 받아야 할 사람들로 구성된 

평신도 계급이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 함은 각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줄 아는 교회와 복음화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아무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 남에 대해 정직하고, 충실하며 진지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 때문에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아무도 혼자서 모든 카리스마와 모든 직무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자는 독창성을 갖고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복음화에 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은 모든 계층에서의 

구체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교회 안에서의 세속적인 신분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도 

연관된다. 교회의 평신도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서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책임질 줄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인류에 대해 책임 질 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수도회와 수도회의 구체적인 사도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끔 설립자에 

의해 추진된 자치권의 정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모든 믿는 이들을 

사도직으로 감싸 들이는 능력과 평신도에 대한 그의 선견지명과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쏟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평신도에 관하여 그리고 

평신도를 통해 신앙 안에서 나눔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던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한 교회적인 안목을 인정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 “... 바오로적인 정신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더 의미 있게 살며 이에 기도와 활동과 헌금으로서 

사도직을 일치시켜 실천해 가는 사람들...”(풍성한 부 122).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매일 아침 성작에 곁들여 주께 바치는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첫 지향은 협력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풍성한 부 25). 

또한 박애적이고 사회적인 사업, 종교적인 교육과 자신들의 많은 활동 속에서 

예배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였다 (풍성한 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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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들과 카리스마적인 우리 수도회의 본질에 따라 교회의 평신도에 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에 관해서도 성 바오로는 탁월한 스승이었다. 

평신도들을 순전히 기능적인 관계에만 예속시킴으로서 사도적 활동의 무게와 

고달픔을 그들에게 전가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적인 

정신, 사업의 사도적인 분야, 공로...에 관한 모든 것에 그들을 참여시켰다.  

친교의 교회론은 평신도들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만이 아니라, 홍보 문화 

속에서 전문가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지성인, 예술인, 정치인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세계와 대화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복음화와 인간적 증진의 공통된 사명 속에서 고유한 부분을 

완전하고,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양성함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 평신도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그들과 함께 일할 능력을 어떤 척도에서, 무슨 

수단들로 바오로인들 안에서 장려할 것인가?  

* 지역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력자들의 은사와 풍요”(풍성한 부 121. 123)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 독립된 단체로서 성 바오로 수도회에 속한 재속 축성생활 수도회들의 이해, 

발전, 양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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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 사도적인 가치, 연대성과 나눔  

 

가장 인간적인 활동으로서의 노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세계와 그들의 문제, 기대, 권리에 일치하도록 한다. 세계화된 

노동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 과정에 있는 나라들의 대립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바오로인의 대부분은 이러한 대립적인 현실의 한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윤리적, 영성적 득을 얻기 

위해 노동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끔 한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될 것을 촉구하며, 노동을 통해 각자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67 참조).  

 

바오로인의 노동은 사도직과 직결되며 강한 삼위 일체적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 아버지의 “출판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다: “영원하신 천상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발행하신 분이다”라고 알베리오네 신부는 적은 바 있다 

(1938 년 미발표된 필사본, SSP 역사 고문서실). 바오로인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전 인류 역사의 열쇠, 중심,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서, 모든 인간을 비추고 

인간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오신” (DC 10) 성자의 구속 사업에 

동참한다. 성령에 의한 바오로인의 사도직은 “인간에게 도달하고, 인간을 구하며, 

새로운 수단들을 발명하는” (사도직에 관한 설교 196 쪽) 창조적인 힘으로 사목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의 노동은 바오로의 삶에 그 출발점을 둔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전에 당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발전하고,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고,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일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I 데살로니카 2,9; 4,10-12).  

 

알베리오네 신부는 적기를 “바오로인은 노동으로 진리를 드러냄으로서, 사명에서 

유래하고 교회로부터 인정 받은 설교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서 직접적인 사도직을 

수행한다 (...). 사도직을 통한 노동과 함께 성소는 자라고  집과 기계들은 지불되며, 

우리의 사명에 일치하고,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하늘을 얻게 된다” 

(UPS I, 457-458 참조). 구체적인 모든 사도적 활동은 “성 바오로 수도회 회원임을 

특징짓고, 그래서 사도직에서 필요한 규범과 관례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DC 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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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미래를 바라 봄으로서, 우리는 매번 더욱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과 사도적 책임을 묻는 시대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날 강하게 대두되는 이 큰 일을 지도할 수 있는 

바오로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오로인은 미래의 사도적 

활동 속에서 사도적 조직의 새로운 발전과 지속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카리스마에 따라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찰에 관한 다른 면들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하느님의 아들의 지상의 모든 활동이 구원적이었듯이, 모든 

노동에도 구원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사고를 양성하고, 

사람의 모든 잠재력을 장려하면서 짊어진 과제나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그들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고정적인 자리를 찾는 것은 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에 대한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창조적인 면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 노동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드높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능력과 품위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오로의 추종자들로서 자아실현에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자주 ‘풍성한 부’의 124 에서 130 번까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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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와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오늘의 인류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축성되고 파견되었다는 우리 신원(정체성)의 본질적인 영성으로 돌아 

가야한다.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은 당신의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  

,

   

마리아, 요셉, 바오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있어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리스도와의 변화된 만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표징들은 겸손의 의미, 회개의 

필요성, 개선(改善)의 정신, 전례적인 감각이다.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의 정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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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 바오로의 자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  

 

성령에 영감을 입고 자극을 받아 교회의 인준으로 설립된 모든 수도회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생활 규칙을 복음에서 확실히 명시한 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수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증거 하기 위해 

부르심 받고 축성되었다. 그분은:  

 

,

,

* “정결하며 가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순명하심으로서 인간(전체 

피조물)을 구원하며 성화시키고” (PC 1);  

* “병든 자와 상처받은 이들을 낫게 하며,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시며,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46) 분이다.  

 

모든 수도회는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유일한 사명에 참여한다:  

*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을 보시오)  

*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  

 

1954 년, 바오로 가족의 첫 40 년 역사의 여정에 대해 비교 검토하면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실  그는 

아버지도, 스승도, 모범적인 인물도, 보호자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건데, 지금까지도 설명은 커녕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육체적  영적 개입으로 

이 가족이 되셨습니다”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약어로 CISP] p. 

147).  

 

성 바오로는 모든 면에서 스승 예수를 알고 있던 제자였다. 그는 완전히 스승을 

살고 있었다. 그의 마음, 성성(聖性), 인성과 신성에 대한 깊은 신비들을 탐구하였다.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대로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풍성한 부 159 를 보시오).  

 

성 바오로는 제자이며 사도로서 우리의 모델이며 안내자이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친교와 스승의 삶을 모방한 덕분에, 바오로는 자신의 모든 사도적 활동을 

거룩하게 하고, 설교, 증거, 기도, 노동, 생활의 모범, 즉 자신의 전인적인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자신의 서간문들을 작성하기 전에도 그는 인간적인 

전달 과정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였다 (사도행전 13,16-41; 17,22-31; 

20,18-35 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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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성 바오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I 고린토 9,16).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 사고와 정신이 쇄신된 피조물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 모든 가치를 수용할 준비가 된 것;  

*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의 역동적인 안목에 대해 열려있는 것;  

*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때까지 무한한 사랑의 자세를 갖는 것을 뜻한다 

(회헌 8 조를 보시오)  

 

설립자는 바오로 가족에게 성 바오로의 호소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가 

바오로인에게 말하기를, 스승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시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초대는 모든 믿는 

이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뭔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생명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 그의 데살로니카 자녀들에게 한 

말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을 위해 했던 그분의 태도를 상기시킨다  Ut 

nosmet psos formam daremus vobis(여러분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바오로는 우리를 위해 

모범을 만들었고 스스로도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단련되었다. 성 바오로-모범은 육체적으로 닮은 물리적인 재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최대한의 통교를 위해 사고, 덕망, 열의, 신심... 전체에 

걸친 그의 인품을 말한다. 바오로 가족은 한 사회체 안에서 살아있는 바오로가 

되고자 하는 많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팜플렛에서, 1954; CISP, p. 1152 참조).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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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오로적인 생활의 중심: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스승 예수께 대한 신심은 부차적인 신심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영성 생활, 모든 

업무, 모든 사도직, 모든 외적인 활동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다” (Pr 6[1958], 5).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라는 칭호는 모든 편파적, 혹은 배타주의에 

대항한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를 표현한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 “완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강한 주장은 당시의 신심주의와 불완전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자 함에 있었다 (풍성한 부 159-160 을 보시오). “스승”이라는 호칭은 

가르치는 기능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빛, 인도자, 모델, 그리고 하느님에 의한 

생명의 주인인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그분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다.  

바오로인의 과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의 학교(성체성사와 말씀)에 

머무르며, 그분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고 (갈라디아서 2,20 을 

보시오), 사도직과 생활의 증거를 통해 매 순간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요한복음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본문을 

읽고 얻은 전망은 인간학적 시각, 즉 인간에게 부여된 세 가지 능력-사고, 의지, 

마음 (지성, 의지, 애정)-안에 깊게 각인 되었다. 사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의 

모델, 영성 생활의 기준점, 사도적 사명의 원천이 된다.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을 “새 피조물”이라 불렀다 (2 고린토 5,17). 그래서 모든 바오로인은 

“예수의 생각과 판단들을” 수렴함으로서, 사고의 정화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DF, 65). 이 방법에 

따라 바오로인이 본래의 의지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할 때, 예수는 식별을 위한 

길이 되신다. 이리하여 참된 생명에 들어선 바오로인은 마음의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의 유능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열심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함축하면: “바오로 가족은 사도의 모후 눈길 아래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살 것을 

열망한다. 여기에는 많은 특이성도 진기한 신심도 필요이상의 형식도 없다. 다만 

스승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추구한다” (풍성한 부 93-94).  

 

누가 길, 진리, 생명이신 완전한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관념적이고 교의적인 

양식도 하나의 슬로건도 아니다. 길-진리-생명이라는 세 가지 이름 속에는 그의 

완전함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표시되어 있다. 신학에서 가끔 있었듯이 이런 식의 

지적 독서에서 우리를 재제시켰던 위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진리이다. 

왜냐하면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해야 하고 우리 사도직 안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길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성과 말씀으로 

오늘의 사람에게,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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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그리스도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테이야르 드 샤르뎅은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자체가 

되시고자 들어오시어,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현존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드러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인간과 인간 정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적, 외적 

삶의 완전함으로 창조된 전 우주를 위한 살아있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관이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그 완전함이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는 물론 침체된 종교적인 의미를 소생시켜 주는 생명도 되어 

주신다 (고유한 종교적인 감정에 왜곡된 응답을 주는 뉴 에이지 현상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 바오로인들에게는 삼중적인 의무가 따른다: 

-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발견하고 심화한다; 

- 매일 우리 존재의 모든 처지에서 이를 살고; 

- 이 시대 사람의 감정에 접근하여 단순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신심주의와 

배타주의를 넘는 이러한 부(富)를 전파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예수의 모습을 교회와 세상에 제시함에 있어 권고했던 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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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공의 비결” 속에서의 하느님과의 활동적인 관계  

 

우리 신앙의 척도에 따라, 우리는 성서적 계약의 활동적인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후예가 알베리오네 신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우리에게 있어 “나이가 있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이를 받아 다른 이에게 분배해야 할” 성소의 아버지이다 (풍성한 부 

2). 그는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 성모 마리아, 타르소의 바오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언제나 불가해(不可解)한 하느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설립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회원들의 모든 나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오 6,33)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였던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와 초창기 바오로인들이 강하게 체험했던 “계약”의 정신은 

새로운 세대와 바오로인들이 그들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임할 때, 전 시대에 걸쳐 하느님 약속에서 비롯한 보증 (“성공의 비결”)이 

되어 되돌아갈 것이다.  

 

신앙에 의해 탄생된 “계약”의 정신은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예’라는 

대답으로 스승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지탱된다. 우리 설립자의 

말씀들은 설립시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강한 영적 분위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느님의 사업은 돈으로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신뢰로 시작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순수합니다” (시뇨르 마에스트로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의 일지에서 요약, p. 27).  

 

성공의 비결은 바오로적인 성소가 하느님에 의해 교회 안에서 강한 예언자적인 

임무를 띠고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도직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수단의 등장이 

최고조에 달한 도전에 응함으로서 오늘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다.  

 

“초창기”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 면학 뿐 아니라, 성덕, 사도직, 청빈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특징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마차의 네 바퀴와 같이 우리의 전통을 통해 

알려진 바오로인 생활의 본질적인 네 가지 면인 것이다 (풍성한 부 100). 나아가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적 마차 바퀴들의 하나라도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을 더 하기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파멸적인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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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일 뿐이다. 기도를 손해 보면서 한 일은 우리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UPS 

II p.9), 또한 “기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면학, 사도직 등은 저주를 받는다” (CISP, 

p.98). 특별히 필요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이것 (면학, 사도직 등) 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하느님의 도우심 보다는 우리의 능력에 보다 많은 

신뢰를 두는 것이다. 한편, 장상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사도적 임무에 전적으로 

몰두하지 않는 것은 성공의 비결의 정신에 상반된다.  

 

성소와 사도직의 은총은 모든 것에 있어 나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족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권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분의 권력은 나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계약은 우리 시대의 남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도록 성덕과 사명의 

열매의 풍성함을 하느님께로부터 얻도록 해 준다. 즉, 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성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도직에 거룩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개방과 시대의 징표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바오로 가족의 정체성에 속하는 계약은 은총과 응답간의 고유한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완전함에 도달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천상 영광에 이르며 

우리 사도직의 구체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자주, 많은 자각으로 기도하고 쇄신되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며, 월 피정, 

년 영성 수련, 수도서원, 서원 갱신 등 영적, 사도적 갱신에서 잠시 쉬는 시기도 

좋다. 당연히 그것은 많은 기도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서도 안되고, 기계적으로 

바쳐서도 안된다.  

공동체의 양성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은 설립자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 이 

귀중한 유산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모든 단계에 걸쳐 바오로인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권고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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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리아, 요셉, 바오로 사도: 바오로적 생활의 모델들  

 

“중심에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오로적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이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의 그리스도화의 

모델로 인간 마리아, 인간 요셉, 인간 바오로를 항상 결부시켰다.  

,

,

 

마리아는 삼위일체가 말씀의 역사적인 육화를 위해 선택했던 피조물이다. 우리가 

육화의 영성(갈라 4,19)을 지니고 있기에, 마리아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 예수는 자신을 마리아에게 맡겼다. 마리아에 의해 그분은 양성되었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설립자는 말하면서 ‘거룩하신 마리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그에게 내어 맡긴다’” (DF, p.41).  

티 없으신 마리아는 확실한 역할을 지니고 제자와 사도의 양성에 소중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녀는 모든 시대에 걸쳐 사도들을 낳고, 양성하고 인도하는 사도들의 

어머니이며, 스승이며, 모후이다. 마리아는 모든 사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예수를 내어준다.  

우리의 마리아 영성은 “자신을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문” (오, 마리아 나를 

받으소서...) 속에 함축되어 있다. 전 생애를 마리아께 맡기신 예수처럼, 바오로인도 

마리아께 자신을 맡겨 드린다. 마리아는 스승의 학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매일 더욱 성실히 사도적으로 무장한 제자가 되도록 한다. 목자로서도 

칭송받는 마리아는 예수-진리를 알고, 예수-길을 따르며, 예수-생명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비추고, 의지를 굳히며,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 인간이 

갖는 결과는 성 바오로가 도달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갈라 2,29). 사도직의 성공은 무조건 전념하는 데 있다.  

 

마리아 곁에는 겸손하고 지고한 인물 성 요셉이 자리하고 있다. 요셉은 육화의 

증인이며, 삼위일체에 의해 성 가정의 보호자로, 아기 예수와 성장하는 예수의 

지도자로 선택된 인물이다. 우리에게 있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육화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준비, 즉 깨끗하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밝혔듯이 

“지니고 있거나 재획득한”) 겸손한 마음의 모델이다.  

성 요셉은 바오로인 제자의 첫 번째 모델이다 (CISP, pp.32 와 347 참조). 

하느님의 계획에 일치되어 이 땅의 현실을 온전히 살고 정하도록 펼쳐진 평신도의 

모델이다.  

성 요셉은 또한 장상들과 젊은 양성자들 간에 가져야 할 존경과 우정의 관계의 

전형이기도 하다. 설립자는 “집(수도원)들과 모든 수도회 안에서 장상들과 양성자들 

간에는 예수와 성 요셉이 가졌던 것과 같은 친 감, 가족적인 분위기, 협조가 

있기를” 빌었다. 이러한 “내적 동의, 협조  솔직함... 은 교육자와 교육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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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간의 잦은 교류이며, 가족적인 생활이고, 많고 많은 위로의 원천이며, 성공의 

가장 높은 확률을 보장한다” (SP, 1950 년 4 월).  

바오로인은 성 요셉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게 될 것이다: “침묵 가운데, 

예수와 마리아와의 친 감 안에서, 일상적인 의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덕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 생활과 성화의 은총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사도직의 정신과 협력을 

청할 것이다” (SP, 1953 년 2 월).  

 

 

 

성 바오로는 “스승 예수의 가장 완전하고 충실한 해설자” (DF, 63)로서 예수의 

충성스런 제자였다. 성령께서는 그분에게 “모든 가장 좋은 은총”을 부어 주셨는데, 

특히 신학적인 덕목인 믿음, 희망, 사랑이 그것이다. 그가 응답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룩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전형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성 바오로를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낀 동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된 신비적인 

삶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일체화가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사도, 탁월한 사도로 그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이 성 바오로를 모델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나머지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스스로가 “본받을 만한 모범 

(형식)” (2 데살 3,9)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립자는 바오로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바오로와 같은 목적,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를 갖도록 

부르고 있다. 그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 바오로의 정신은 그의 

생애, 그의 서간, 그의 사도직에서 드러나고 있다” (풍성한 부 94). 그러므로 모든 

바오로인은 중요한 방침을 파악함에 있어, 성 바오로의 서간들을 가까이 하도록 

내적으로 강요받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사도의 생애와 함께 서간들을 

검토함으로서 그 편지들이 스승께서 그를 형성함에 있어서 놀랍고, 고통스런 영적 

체험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도의 선교적인 활동 단계들을 

되돌아봄으로서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의 의도에 의하면 각 바오로인 (과 모든 바오로 가족)은 “오늘을 

살고 있는 바오로”(가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다 (팜플렛 2.1 참조).  

 

성 바오로와 함께 바오로 가족은 성 베드로도 공경한다. 성 베드로는 사목자의 

모범이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교회에 일치하고, 당연히 교도권에 동의를 시사하면서, 

“로마적 성격”이라고 불렀던 기준점이 되었다.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몫을 가지고 함께 일하였다” (CISP, p. 614).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바오로적 정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자녀로서의 순명을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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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화(同化)되어, 살았고,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  

 

“보편적이고 필요한 과학이... 근본적인 학문이 되기를...” (DF, 51-52). “복음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인 독서, 우선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영적인 독서도 최고의 중요성을 갖지는 못한다” (DF, 48-49). “하느님의 

말씀은 생활, 기도, 일상적인 여정에 있어 양식이 되고, 사고의 일치로 공동체 

통일의 근본원칙이 되고, 지속적인 쇄신과 사도적인 활동성의 신조가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재출발 한다, 24).  

 

 

“하느님의 말씀은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 (2 디모 2,9)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 안에는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분을 알렸고, 

기다렸고, 육화되었으며, 인류에게 주신 드러난 말씀, 드러내고 있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현존하여 작용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 끝 

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며, 우리는 당대  사회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스승 예수께 중심을 둔 바오로인의 영성은 당연히 성서적이다. 성서로 불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설립자는 우리에게 겸손함, 믿음, 기도, 지속적인 회심의 

정신을 권하고, 성서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사도적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과 깊은 체험이 거룩한 내용(성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회 홍보 수단과 함께 사도직의 내용 중에 명백하고도 

우선적인 것 하나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성서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윤리, 

전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교회 교리서이다 (AE, 18 참조).  

특별히 복음서와 일반적인 성서의 보급은 사회 홍보 사도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의무 사항이다.  

바오로 가족이 이제까지 다양한 형식과 출판(出版)으로 대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급한 성서 사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특징적인 것은 말씀의 

전파만이 아니라, 성서 보급에 동반되는 사목적인 관심에 대한 설립자의 강한 

주장이다. 말씀을 “인쇄”하거나 보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것, 권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개 하는 것, 빈약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언어로 “이를 세분하는” 것, 형식에 

있어 이를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인 처지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를 합당한 예배와 신심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러한 

도전과 책임들에 성 바오로 수도회는 지칠 줄 모르고 응해야 하는 것이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위로와 용기와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의 지속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도 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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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할 수 있는 타협에 빠지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함으로서, 

다른 사도들과의 친교 속에서 복음을 구체화하고, 해석하고, 전할 줄 알았던 성 

바오로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의 사도처럼, 우리의 설립자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성서는 

그의 사도적인 결단과 열의의 근본적인 대상이고 내용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를 알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더할 수 없는 창의력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가 한 일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번역, 주석, 회의, 성서 

기념일과 성서 주간 제정, 커뮤니케이션 코스, 디자인, 레코드, 슬라이드, 영화 

작품 등. 사목적인 모든 활동을 바탕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 할 수 있고, 모두에게 

설명되고, 모두가 듣고, 모두에게서 숭배 받기를 바랬다. 우리에게는 본받아야 할 

자세와 구체적인 업무체제로서 국제 가톨릭 성서 학회가 남아있다. 이는 

1960 년, 교황 요한 23 세의 짧은 교황직과 함께 제일 협회로 설립자에 의해 

고안되고 세워졌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루가 11,28)  

성서의 사도는 성서를 보급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서에 고유한 영성을 

두고 성서를 연구하고 심화하는데 전념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사도직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우리가 내적으로 소유할 때에서야 비로소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고, 이를 묵상하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육화하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를 드러내야 한다. 지난 세기의 성서 운동은 하느님의 말씀을 재발견 

하는데 눈부신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이 각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쪼개어진 빵과 

함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전례헌장 

7). 신앙으로 듣고 받아들인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말이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 됨으로서 우리를 “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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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체성사: 생활의 역동적인 중심  

 

“우리 신심의 첫째는 성체성사이다. 모든 것은 성체의 스승에 의해 생명의 

원천과 같이 탄생된다. 이리하여 바오로 가족은 감실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양식을 취하고, 살고  활동하며 성화된다. 모든 성덕과 사도직은 미사, 영성체  

성체조배에서” (UPS II, 10).  

 

,  ,

 

 

 

성체성사는 한 인간으로서, 설립자로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경험 속에서 

일차적이고 특징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성장과 발전의 지속적인 보증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원천(성체성사)과 바오로 가족의 역사와 생애를 떼어놓기란 

불가능하다: “위대함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데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살고 일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성체이신 살아있는 올리브에 야생의 올리브와 같은 자신을 

접목하고, 바오로의 정신에 따라 복음의 각 구절을 생각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 (풍성한 부 9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실 안에 살고 계시는 스승 예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길어내도록” (풍성한 부 157) 초대 받았다.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을 

펼쳐 보이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서 매 미사 안에서 당신 희생을 통한 봉헌을 

계속하고 모든 감실 안에서 현존하신다.  

 

성체성사의 거행은 허무한 의식도 이미 지나간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한 유일한 희생에 다시 현시성을 

부여하는 한 사건이고, 기록이며 성사이다. 그분이 직접 당부하신 성사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에 대한 신심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바오로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자체에 스스로를 구속시키지 않는 

예절이다. 성체성사에 대한 명백한 의미는 그 자체가 이웃을 향한 활동적인 사랑의 

학교가 된다는 점이다. 신비체인 당신 교회의 우두머리인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모든 고통과 불행, 모든 부정과 비행으로부터 우리를 환기시키고, 회복할 방법을 

찾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의 제한된 신심 행위로만 

간주하여 미사 거행을 국한시키려는 경향은 철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다 활동적인 사도직으로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여성 바오로 

가족들에게, 1954,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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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드리는 성체 거행은 바오로인의 세례 성사적, 견진 성사적인 축성생활을 

완성하는 수도자적 실체의 역동적인 중심이다. 역동성은 성체성사를 향해 모두가 

모이는 행위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은 유래한다. 바오로인에게 있어 

공동체적으로 체험한 성체거행과 깊이 연관된 또 다른 성체적 정점은 일상적인 

성체 조배로서, 이 또한 비록 성격은 개인적이라고 해도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체험 

되는 것이다. 바오로인의 하루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두 순간은 온전히 

“성체적”이라는 점이다.  

 

바오로 가족 전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성체 성사로 모인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오로인 사제의 특별한 직무를 청하고 기다린다. 이와 같은 임무는 제자 수녀회 

자매들의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보육자”로서의 기능의 한 면으로 - 모든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처지에 맞게 

지원하는 - 성체에서 나온 빛에 의해 참된 봉사, 내어줌, 감사에 대한 보답의 모든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의 “영혼의 목마름”과 “Venite ad me omnes" 

(모두 나에게로 오시오)는 바오로인으로 하여금 ”성체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도록 한다.  

성체 거행 속에서 생명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 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 모든 바오로인의 사도적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고 선교적-추진력이다. 실제로, 바오로인 사제와 바오로인 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 초기부터 자신이 변화되도록 내어놓고,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전 백성을 위한 양식으로 변하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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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바오로 가족의 은사이며 특징인 성체 조배  

 

성체조배는 스승 예수께서 바오로 가족에게 해 주었고 설립자가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준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 설립자는 이를 깊이 체험하였고, 

명확하게 드러냈으며,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우리를 식별하는 선물이고, 영적인 

성숙과 사도적인 성장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바지 하는 선물이다. “조배는 전 

생애와 모든 사도직을 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실천 행위이다. 다른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모으고 완성하도록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기 위한 최상의 

수단인 것이다” (UPS II, 105). 본질적이고, 초월적이며 사도적인 바오로인 인격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바오로 가족에게 있어서 목적들은 확실히 정해졌고, 

수단들도 명시되었고 충분하다. 특히 영혼이 흠숭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하느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깨닫는 만큼 성숙하고 동화되고 실천한다...” (풍성한 

부 164).  

 

,   

 

모든 수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중요한 신심 활동 (CJC, can. 663 참조)인 

조배는 그의 일부를 영적 독서-여기에는 성서가 더 좋겠다-에, 두 번째는 

양심성찰이나 생활점검에, 세 번째는 대화적, 혹은 전례적인 기도에 임하도록 

알베리오네 신부는 제안한 바 있다. 이 방법 덕분에 바오로인의 성체 조배 

속에서는 한결같은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체조배를 통해 전인적(정신, 의지, 마음)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그분의 덕행을 묵상하고, 자신의 성화와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은총을 

획득함으로서 스승 예수와의 일치의 관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특별히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 바오로 가족 내에서의 일상적인 흠숭시간이 필요하다. 규정되지 

않았다면 엄한 책임을 각자가 져야 할 것이며, 수도자는 자신의 영적 생활과 

사도직을 위해 충분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 하는 사람은 

이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지 않도록 한 장상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UPS II, 10).  

이러한 “실천하게 한다”는 것은 강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지도자들과 

장상들의 직무상의 의무로서 교육, 적합한 시간과 장소, 권고들과 좋은 예(例)를 

통한 효과적인 동기와 함께 실천적인 방법으로 조배에 신뢰를 갖게 한다. 비록 

성체의 스승과 매우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성 바오로 수도회의 회칙은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행할 것” (54 조 1 항)을 권한다. 이러한 방침은 수도 

공동체는 회원들이 서로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필요한 

자극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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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체조배가 순수한 형식주의와 규범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적으로 행할 위험에 대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첫 인물이기도 하였다.  

 

“참된 성체조배는 모든 시간, 모든 하고 있는 일, 모든 생각, 모든 관계 등을 

충만히 지닌 영혼이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가장 일상적인 것들에게도 정신을 

전하는 활력 혹은 생명의 흐름이다. 살고 전하는 영적인 자세이다. 모든 노동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수양된 기도의 정신자세이다.  

 

 

생활의 일관성과 순환이 요구된다. 베네딕토 수도회 회원들은 잘 묵상하고, 

느끼고, 실천한 전례를 살고, 전례는 그들의 영적, 활동적, 직무적인 삶을 이룬다. 

바오로인에게 있어 성체조배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USP II, 110).  

 

설립자의 가르침은 잘 다져져 깊이 체험한 성체조배를 통해 얻은 가치와 

열매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계속된다.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열매는 모든 

바오로인에게 있어 가장 높은 목표인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다 (갈아디아서 

2,20 참조). 그러므로 - 알베리오네 신부는 결론내리기를 - “삶은 기도로 변화되고, 

기도는 생명을 준다” (UPS II, 111).  

성체조배의 역동성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자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들을 펼친다: 

부자에게 달려가는 가난한 사람, 빛을 찾는 눈먼 사람, 길을 찾은 방황하는 마음, 

샘에서 물을 마시는 목마른 사람, 진실한 친구를 찾는 친구... (UPS II, 104-105 

참조). 그러나 그가 선택하여 성체조배의 살아있는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가장 

발전시킨 비유는 스승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다. 바오로인은 흠숭함으로서, 

감사드림으로서, 간청함으로서, 간구함으로서... 그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 그와 말하기 위해 매일 스승의 학교로 달려간다. 성체조배는 완전한 

진보를 위한 만남이고, 회견이며, 학교이고 훈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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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례: “성령의 저서”  

 

바오로인은 전례를 공부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1) 전달자라는 그의 성소가 이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징표, 행동, 운동, 말, 

노래, 제의, 교회예술 등에 대한 가치와 표현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2) 전례의 중심인 성체성사는 바오로인 영성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전례활동과 특히 성체 거행에는 그리스도의 직무상의 사제직과 신자들의 

일반적인 사제직, 즉 바오로인 사제와 바오로인 제자가 참여한다. 3) 바오로인 

사도직의 내용은 교의, 윤리, 제례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세상은 예수를 있는 그대로-그의 교리, 그의 전례-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교리교육과 전례가 충만한 복음, 복음과 전례가 충만한 

교리교육, 복음과 교리교육이 충만한 전례 (예를 들어 미사경본)가 그것이다” 

(CISP, p. 599).  

 

젊은 신학도로 알베리오네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례신학이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었다. 1910 년대 말경에 풍성한 부 71 번에서 설립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출판물들에 의해 전파되고 발전되었을 “전례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해 깊이 알았던 그는 

하느님의 백성이 “민중적인 신심”이나 장엄한 거행에서 관람객으로서 만은 성장할 

수 없음을 즉시 깨닫고,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언급했던 “actuosa 

participatio" (적극적인 참여)에 동의하는 전례의 마음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신자들이 현재 드리고 있는 거행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서 번역본과 더불어 두 가지 언어로 된 미사 경본과 해설서가 나오게 

되었다. 영화식의 성사적 교리문답 분야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세례 주는 사제의 

직무를 담아두는 기록영화에 알베리오네도 직접 배우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빈약한 자료를 통해 신자들의 손에 전례를 쥐어 주고자 했던 알베리오네 

신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다. 즉 나누고 받아들인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이루는 

“teantropica” (신성-인성)의 전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전례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근접해 있었다고 하겠다. 즉, “봉사” (urgia)는 “백성의 요청에 

따라”(laos)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서 행해진다: 사도직을 통해서, 그리고 

사제-제자의 보완성에서 잘 표명되듯이 바오로 가족의 “성체적” 특성 속에서.  

 

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 신학의 심화는 -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것 - 의전사제 키에사의 연구에 따라 알베리오네 신부가 전체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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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느낀 myster um sa ut s ("구원의 신비“와 같은 역사) 에서 예민하게 

드러났다 (풍성한 부 1-6). 이러한 의미의 특징적인 표현은 설립자가 1947 년, 

성탄에 바오로 가족에게 준 ”via humanitatis" (인간의 길) 에 잘 나타나 있다 

(바오로 가족의 기도문을 보시오).  

i l i

 

이렇게 바오로인은 지역적인 의례 사건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바쳐지고 봉헌된 거룩한 활동 (성령의 활동에 따른) 으로서 역사를 통해 자신을 

풀어내는 그 전례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전체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의 완전한 친교의 이 비결을 통해 바오로인은 하느님의 때를 거행하고 

(성무일도, 전례 년과 성사들 안에서 구원의 신비들을 거행) 그들의 선교적 활동 

(그들의 직접적인 사도직, 면학, 기도, 성화) 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업적이 

확산되고, 알려지고, 살아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례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뭔가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오로 

가족 내에서 구체적인 사명의 중요한 표현으로 전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 

수녀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혹은 축일이나 바오로 수도회 

달력에 따른 축일을 기해 전례 거행이 더 잘 준비되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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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속적인 겸손과 회개  

 

축성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도달해야 할 목표들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바오로인 수도자는 - 알베리오네 신부는 

기록하기를 - ‘완전함’이라는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헛된 경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과 직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은 평판이나 우수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월급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재속 성직자 (교구 

사제)가 누리는 일상적인 위로조차 포기 하였습니다 (.. )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칭송보다는 겸손을, 부(富) 보다는 가난을  

칭찬보다는 잊혀짐을, 위로와 건강 보다는 고통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기고,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교구 사제에 비해 두 

번째로 둡니다...” (UPS III, 58).  

 

.

,

 

 

,

 

 

 

우리가 지닌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은 바오로인의 본질적인 덕목인 겸손을 취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죄에 대한 아픔’이란 우리의 죄, 결점,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식별하고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우리에게는 멸시를 돌린다. 여기에서 ‘계약 혹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신앙의 기도가 생겼다” (풍성한 부 158).  

 

우리 소성당 안에 걸려있는 세 문구에 대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깨달은 것은 

1923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를 

밝히고자 한다. 너희는 죄의 아픔을 느낄 것이다”, Mihi vivere Christus est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로 인용한 것에 덧붙여 “여러분들 스스로를 

겸손으로 지키십시오” (139 번). Cor poenitens tenete (마음을 속죄하십시오) 라는 

라틴어 원문은 “지속적인 회개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도 해석되었다. 들을 줄 알고 

자신을 성령의 인도에 내어 맡기는 사람의 특성인 회개와 겸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성 바오로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회개는 

다마스코 사건을 통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실제로, 회개는 사도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신중하게 

바라보도록 이끌고, 성령의 목소리에 깨어 있게 하며, 사명에 대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도록 내어 맡기는 자세이기도 하다.  

 

수도 서원도, 세례도, 우리 안에서 모든 원초적인 회개를 위해서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 (갈라디아서 2,20 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는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서서히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다. 

바로 이 때문에 기도와 성사들, 특히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치료하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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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화해의 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회개는 우리의 사명에 표시해 

두어야 할 적색 선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안락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새로운 

현실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아는 카리스마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당신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향해 자신을 열어 놓음으로서 

변질된 사고방식이나 완전히 속(俗)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작업 노선을 “수정할” 용기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회개와 따름은 하느님의 빛에 세상의 것들을 비추고 판단하기 위해 단순하고 

겸손한 태도, 성령께 대한 순명, 모든 이기주의의 극복과 자기 기준의 포기로 

드러날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생활 점검(혹은 양심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새롭고 

위험한 지역을 향해 “닻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선포자로 파견되기 위해 공동체적이고 사도적인 우리의 체제도 

“전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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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개선(改善-역자주: 원본에 있는 riparazione 라는 단어는 수리, 수선, 

개선(改善) 등의 뜻으로, 그 동안 한국의 바오로 가족에서 사용해 온  

속죄(espiazione)라는 단어와는 많은 부분에서 뜻이 다르므로 여기에서 본인은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의 정신  

 

개선의 원칙들은 사적 계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고 신학적 성찰에 따라 심화된 계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기준들은 

세상에서의 새로운 악의 존재와 해방에 대한 새로운 기대이다.  

 

개선의 영성을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사용 중인 용어의 점검과 예술, 문학, 

일상적인 정보, 영화...의 숱한 표현들 속에 내재해 있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개선(과 비슷한 개념들: 달램, 봉헌, 화해, 

중재 ...)이라는 말 자체를 버리지 말고 연대성, 참여, 해방, 상호작용, 공동책임, 

일치, 상호 교환성과 같이 오늘날 풍부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개선에 대한 교리를 

강화하는 것이 낳다.  

 

우리는 부적합한 개선적 영성의 빈약함(광적인 신심, 윤리적, 종교적 질서의 

혼란으로서만 죄를 보는 관점, 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만 판단하는 것, 확실한 

부활의 차원은 없이 십자가만을 대하는 태도, 병적인 피해 망상적 태도 등)에 대해 

하느님과 인간에게 드리는 이중적 사랑에서 유래하고 구원의 신비에 근거를 둔 

올바른 개선적 영성의 가치들을 대비시켜야 한다. 별도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파견자로서 그분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구원을 

실현하는 관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모든 인간 현실을 포옹하고 보편적인 

복원에 목적을 둠으로서, 인간 역사 속에서 언제나 현시성을 띤 하느님의 개입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된 수리공은 빈 영성주의나 영혼 없는 활동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면서 영성과 사도적 직무를 일치시킨다. 개선의 정신은 바오로인 영성의 모든 

차원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이를 예배, 사명, 생활과 깊이 관계를 맺도록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에 따르면 바오로인의 개선의 세 측면은 생활, 신심, 사도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UPS IV, 192 참조).  

 

강한 성체적인 색조로 바오로인 영성을 잘 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봉헌에 

근거를 두고 모든 미사 안에서 자신을 성사적으로 쇄신하는 개선의 자세에 거의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모든 바오로인은 성체성사, 곧 하느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최대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염려의 삶을 안고 교회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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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생활과 사도직에 대한 확실한 직무를 안고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파견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에 대한 의무는 모든 바오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은 이 과제가 세례와 견진을 통한 사제직의 힘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한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설립자가 스승 예수 

제자(수사들)들과 제자 수녀(pddm)들에게 특별히 위임한 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커다란 실수와 빈곤화가 될 것이다 (UPS I, 223; IV, 191 참조). 친교의 

교회론으로 풍부해진 카리스마들에 관한 교리는 모든 세례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임처럼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봉헌 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확실히 바오로인 제자들의 경우가 그렇다. “제자라는 정신의 특성은 개선에 있다” 

(CISP p.1449).  

 

이 주제에 관한 폭 넓은 고찰은 부록...번을 보시오.   

 

수도회 내에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개선의 정신을 활기 있게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학이 부족하다. 비슷한 교육학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의 양성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의 의무이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사건들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속하는 이러한 요소를 기꺼이 제시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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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교회와의 친교  

 

우리 시대에 인간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은 모든 교회와 함께 

하는 친교의 정신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친교는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롭게 밝힌 바 있다.  

우리의 고유한 카리스마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이다. 반면에,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은 교도권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예언적 직무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 수도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과 평신도 일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함과 범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의 새로운 국면에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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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교회  

 

“바오로 가족은 - 1965 년, 알베리오네 신부가 단언하기를 - 교황께서 통치하던 

때에 태어났고, 출판 분야에는 지원이 적었기에 교황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바오로 

가족은 이 때문에도 탄생되었다. 교황의 말씀에는 개의치 않고, 사도직의 여정에서 

가톨릭인들을 선도하기 위한 의무, 본분,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들이 잘 판단하였다고 하여 자기 식대로 본대로 가르쳤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개선시켰던 것이다” (Pr VO, p. 413). 교회는 바오로 가족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수도회는 교회로부터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을 받았다. 교회는 내, 

외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면, 이 요구들이 교회를 강화하는 듯 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는 

교회의 쇄신을 돕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요구.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내의 쇄신과 개혁을 통한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30 년 이상이 지난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제삼천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양심성찰은 제 2 천년기의 끝에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위대한 선물인 공의회의 수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합니다. 

계시헌장이 요구한 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척도에서 가장 충만한 신학의 혼이 

되었으며 모든 그리스도교 존재의 영감이 되었습니까? 전례헌장의 가르침에 따라 

전례가 교회생활의 ‘원천이고 정점’으로서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보편교회와 개별 

교회들 안에서 교회헌장이 제시한 친교의 교회론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보편적 시각과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진정한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어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하느님 백성의 카리스마, 직무,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위해서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계의 관계가 

지닌 양상은 또 다른 심각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신중한 식별과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개방적인 대화에 대한 - 

사목헌장과 다른 문헌들에서 제시한 - 공의회의 지침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인 투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삼천년기, 36).  

 

교황께서 하신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미사여구적인 것이 아니다. 각 질문들은 

사목적인 활동이나 그리스도인 생활의 특정 분야에서 우려되는 결손을 직시하고 

있다. 20 세기의 마지막 10 년 동안에 행한 진보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빛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교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전체에서 공의회 정신의 

퇴색 혹은 불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감지된다. 그러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이 담고 있는 교의적, 사목적 촉진의 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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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견하기 위해 그 문헌들을 손에 넣도록 강력히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에 대해 우리 바오로인들은 증인과 대리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점점 강해지는 세속주의의 흐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세속권(世俗權) 즉,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국가의 자치, 학문과 

상업의 자율로 여겨지는 것들에 직면해서 고대 그리스도교 전통적 국가들 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영향력을 잃었다. 교회는 자신의 전통적인 상위 자리를 잃고, 

세속주의는 종교적인 가치들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몰아붙이면서 인간의 전 

실재(實在)를 장악하려고 한다.   

 

악화된 세속적 사고방식은 종교의 자유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많은 국가들 안에서 순수한 문화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동기의 원천이 되지 않고 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와 세속 권력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지리적, 문화적인 다양한 상황에 복음화의 수단들을 적용할 줄도 알아야 함을 

깨닫고 있다: 이것은 또한 한 가지 혹은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교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톨릭 사상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갖는 이유에 있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심오한 질문에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이 사실은 교회의 지속적인 현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바오로인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정황 속에서 인간과 

교회에 봉사하는 고유한 카리스마를 철저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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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회 생활 속에서의 “바오로적 카리스마”  

 

“모든 참된 카리스마는 그 자체가 교회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완전히 새롭고 

적극적인 특별한 활동에 대한 직무이기에 환경 안에서 불편하게 대두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언제나 즉각 쉽게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Mutuae Relationes, 12 항 첫 부분).  

  

,

 

 

바오로적 카리스마.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특징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는 사목적인 

주의이다. 그 예민함은 하느님 백성의 필요한 부분을 명백한 통찰력과 강한 

선견지명으로 간파하였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는 당시의 역동적인 흐름을 

간파하였고, 그 간파된 것에 따라 때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함으로서 그의 

활동과 설립들을 순조롭게 실현하였던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설립자에게 준 것은 바로 우리의 카리스마이다 (DC 1969-1971, 36 항). 설립자의 

카리스마는 수도회와 전 바오로 가족의 설립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교회의 

승인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사도직은 공적으로 교회를 위해 교회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인 사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설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한 것은 교회에 충실한 것이 된다” (DC 41b 항 참조).  

 

“모든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적 특징은 설립자는 물론 그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신뢰, 그 정신에 대한 순명, 상황에 대한 현명한 배려와 시대의 

징표들에 신중하게 대하는 시각,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 교계에 대한 

순명의 인식, 선도적인 열의  자신을 내어줌에 있어서의 항구성, 악조건들을 

견디어내는 겸허함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즉 순수한 카리스마와 

새로운 것에 대한 전망과 내적인 아픔 간의 올바른 관계는 카리스마와 십자가...간 

관계의 역사적인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Mutuae Relationes, 12 항 두 번째 

부분).  

 

바오로인 사도의 특징. -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들로 하여금 교황청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두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신학적인 깊은 문화와 

내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강조하였다. 그들은 성 바오로의 열정와 동정 마리아의 

겸손함을 지니고 스승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사도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적인 생활이다. 내적인 

생활을 통해서만 그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다른 이들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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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적 효과. - 1950 년, 알베리오네 신부가 쓴 사도직에 관한 저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선견지명적인 부분 중 하나는 다음의 문장이다: “출판, 영화  

라디오와 TV 의 개설을 위해서는 큰 비용과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조직  

준비된 충분한 인력, 대책 마련, 예치 액 (.. )을 전제로 한다. 윤리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책임에 대해 논할 때에 항상 필요한 것은 행정적인 행위 속에서 바른 

종교적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측면과 교회의 규칙을 실천하도록 하는 측면이다  

그리고 장상들의 지속적인 주목도 필요하다 (...). 거기에는 이 사도직 안에서 

요구되는 최대한의 희생의 정신과 보다 깊은 신심이 필요하다. 공허한 시도, 수면과 

시간의 희생, 결코 충분치 않은 돈, 많은 것들에 대한 불이해, 모든 종류의 영적 

위험,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통찰력...은 새로운 난관들이다. 구원하는 일을 하되 

먼저 우리 자신을 구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부딪치지도 않았고 한편  명시되지도 

않은 이 길을 앞장서 갈 만한 성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마츄어의 일이 아니라, 

참된 사도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 (CISP, pp. 806-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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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화, 라디오, TV 는 오늘날 가장 절박하고, 바르고, 효과적인 가톨릭 

사도직의 활동을 이룬다. 시대가 우리에게 더 나은 수단들을 남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도의 마음이 영혼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느님께 

영혼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 보다 나은 것은 바랄 수 없는 듯 하다” (UPS I, 

313).  

 

새 천년기에 있어서의 바오로인. - 1960 년, 알베리오네 신부가 했던 예측은 

이루어졌다. 우리의 시대는 홍보의 현대적 기술의 시대다. 컴퓨터와 인공위성은 

새로운 세대를 형성함으로서 홍보 세계를 변혁하고 있다. 각자는 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점유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소의 본질로서, 우리 바오로인은 

홍보 문화 속에서 누릴 역할-통솔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모든 인간 존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심을 용기와 최선을 다해 

선포함으로서 세계적인 홍보 공간 속에서 주님께 길을 열기 위해 우리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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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회에 “무언가”를 말하고 주는 것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 그의 사도직에 활력과 

풍부함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 현대세계에서 현대적 수단과 함께 자기 사명의 

효력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능력과 인식을 교회에 제공하였다” (교황 바오로 6 세, 

1969 년 6 월 28 일). 이 말씀으로 교황 몬티니(바오로 6 세)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교회에 준 독특한 선물의 삼중적 가치 - 수단, 전략, 사고방식 - 를 인정하였다. 

그저 단순한 수단들 이상의 어떤 공헌인 것이다.  

 

교황 바오로 6 세께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알베리오네 신부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겸손하고, 말이 없고, 지칠 줄 모르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자신의 생각들을 모으고 (...), 언제나 ‘시대의 징표들’을 

관찰하는, 즉 영혼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들에 대해 골몰한다”. 바로 

이점이 모든 시대에 걸쳐 바오로인들에게 권하는 또 다른 가르침으로서, 교회의 

사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도에서 행동으로, 세계상황에 대한 

성찰에서 사도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 자체는 교회 생활에 커다란 힘이 된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가르치기를: 

“인간, 그리스도인, 수도자, 사제에게 있어 기도는 가장 우선적이고 최대의 

의무이다. 어떤 커다란 도움도 기도만큼은 수도회에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있어 

어떤 유용한 일도 기도만큼 유용할 수는 없으며, 교회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제만큼 

더 유익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1937 년 4 월 20 일, CISP, p.87).  

 

 

참된 기도는 한 생명에서 출발하여 생명을 잉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의 건설에 개인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증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자체로서 교회가 제시한 고유한 성덕의 대열에 속해 있는 수도자는 

당연히 자신의 개인적인 성덕을 통해 영적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풍요롭게 

이바지한다. 설립자는 수도생활을 “가장 긴장된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진정한 수도자들”이 되도록 초대하고 “수도자적인 

기쁨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UPS IV, 187-188 참조). “하느님의 업적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교회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이 되도록 그들을 초대하였던 것이다.  

 

바오로적 수도생활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며 주님께서 주신 특은이 중시된다. 

설립자에 의해 확실히 명시되었고, 폭넓게 조명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영성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성한 부 159-160 참조). “바오로적 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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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언적 소리로서, 거기에는 구체적인 책임이 따르고 우리 

각자는 그 영성을 알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회헌 제 13 조). 당연한 바오로인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스스로 이 영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을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오로인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958, CISP, p.1219).  

 

 

 

“성 바오로 수도회는 - 1957 년 알베리오네 신부가 적기를 - 세상에 뭔가 말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고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익히고 완성된 수단으로 한 가지 길에 들어섰습니다” (SP, 1957 년 5 월, CISP, 

p.165). 우리의 목적은 복음화이고, 사도직을 위한 우리의 수단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며, 우리를 인도할 정신은 스승 예수의 완전한 제자이고 사도인 성 

바오로의 정신이다.  

 

목차 4.11 도 보시오 (바오로적 “예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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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과 교도권과의 관계  

 

초기 교회사와 전례 거행 속에서 일치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성서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와 바오로를 

일치시키는 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두 사람은 이 긴 역사를 함께 해 왔다. 

베드로는 교회 일치의 가시적인 우두머리이며 기준점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바오로는 전 세계를 향한 개방과 교회 확장의 주역으로 주로 소개되었다. 절대적인 

범주화를 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치의 주자, 봉사적인 교계의 

제일인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 16,18) 이고, 바오로는 

선교를 통한 확장의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부르심 받은 사도...” 로마 1,1) 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주자, 두 힘 - 

일치와 확장의 - 은 교회 안에서 현존하고 서로 작용하고 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활동적인 조화로서 서로 융합하는 보충적인 두 힘이다.  

성 바오로에 대한 참된 신심은 성 베드로에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께 자녀로서의 깊은 순명을 

표명하게끔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적 사도직의 보편성 때문에 사도직에 대해 교황께 

충성서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 네 번째 서약은 수도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 역사적인 시기에 사회와 교회 안에서는 교황과 교황청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바오로인들의 수도서원 속에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을 도입한 

것은 설립자의 신비적인 체험과 그의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론적 시각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풍성한 부 15, 20, 49 를 보시오).  

서약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의 살아있는 표현이며, 교도권의 지도와 교황의 

사목적 지침에 대한 수용을 표현하는 탁월한 사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DC 478 번). 

서약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살고 봉사하고 일한다는 의식을 가진 바오로인들 

안에서 확대되어 갔다 (풍성한 부 95). 실제로, 성 바오로의 사명은 보편성으로 

특징지으며, 성 베드로의 사명을 보완하고 동일한 본질을 지님으로서 “로마적인 

성격”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네 번째 서약을 통해 설립자는 우리 바오로인들에게 

카리스마적인 유산으로 베드로 사도도 주신 것이다 (풍성한 부 157; UPS IV, 119).  

그래서 보편성 (풍성한 부 64)과 로마적 성격 (풍성한 부 115)은 수도회 설립의 

카리스마 안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차원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 말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수도회에서 여러분은 국가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보편주의자가 되십시오. 수도회가 교황청 설립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교황의 지배를 직접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UPS I,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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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약의 준수는 우리의 선교적인 한계를 더 열도록 한다.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서약은 우리에게 사회 홍보 분야에서 충실하고 독창적으로 

활동하게끔 한다.  

설립자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로마적 성격”이라는 말을 상당히 존중했던 

것으로,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다. 그의 저서인 사회 교리서 (1949 년) 

제 100 항에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특징들을 상기시킨 후, 뒤이은 항목에서 단언하기를: “이러한 특성들은 로마적 

혹은 로마 교황과의 일치라는 한 마디 말로 함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 서약”과는 상관없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라도 수도회는 교회를 향한 

커다란 사랑, 그리스도의 대리자와의 각별한 일치, 교도권에 대한 특별한 순명과 

성의를 증거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특별히, 사도직은 우리가 사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 교회에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우리의 복음화는 실제로 이렇게 토착화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목과 일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지역 교회에 잘 

적응되면 현실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모순에 빠지거나 다른 사목자들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이들의 필요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서약은 우리를 영원히 가톨릭 교회에 구속시킨다. 우리는 항상 교도권의 

지도와 오늘의 인간에게 양식을 잘라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을 진 사도로서 말씀의 

빵과 늘어난 물고기를 받고자 굶주린 하느님 백성간의 연결 고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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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제와 제자: 몇 가지 법적인 면  

 

법적인 문제는 우리 수도회 내에서 끊임없이 두각 되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절박한 염려 중 하나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카리스마적인 우리의 신원(정체성)에 대한 의미와 교회와 사회의 기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소생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현행 교회법(제 588 조)에 따르면 성 바오로 수도회는 사도적 생활 (회헌 

제 2 조를 보시오) 의 “성직 수도회”이다. 성직의 성격은 특별히 수도회의 고유한 

목적과 과제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성 바오로 수도회는 교육 수도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사도직은 참된 설교로서, “그 회원들의 세례와 견진성사적 성격에 

기초하거나, 교계가 설교를 자신의 사명에 속한 것으로 정한 법의 외형적인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제 회원들의 성품의 성격에 따라” 실현 된다 (DC 24). 

그래서 직무상의 사제직의 은총은 수도회뿐 아니라 전체 바오로 가족 설립의 

카리스마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바오로인은 부차적이거나 두 번째 등급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하는 기여는 사제의 구체적인 사도직과 긴 히 

연관되어 있다. 제자의 존재는 사제의 그것을 보충하고 그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 사제와 제자(수사)는 서로 함께 “바오로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성품을 받은 자를 제외한 이들”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회원에게 공통된 것이다. 

모든 회원은 “유일한 기준인 하느님의 선물, 능력, 경험, 성숙과 조화에 바탕을 둔 

모든 형태의 사도직과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선상”에 있다 

(DC 26).  

다른 수도회들이 오늘날 발견하고 있는 일명 “평신도 형제(수사)”라는 이미지를 

내부적으로 쇄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비해, 성 바오로 수도회는 설립자로부터 

물려받은 카리스마 안에 이미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통솔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요구된다. 

통솔에 대한 수준과 능력을 밝히는 것이 남았다. “위임”에 대한 법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권한에 대한 소책자는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전망 

연구 책임을 맡은 위원회는 통솔 책임도 맡게 될 형제들에게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응답이든지 줄 수 있다 (VC 61). 제자 혹은 사제인 바오로인은 책임을 맡는 

다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봉사이지 자랑할 권리나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제자의 성소에 대한 예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속에는 

성장할 공간이 있어, 지속적인 예절 행위와 “생활의 전례” (로마 12,2) 를 통해 

신자들의 사제직이 충만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제와 제자 간의 

보완성을 더 잘 이해하고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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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고찰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1. 상호간의 깊은 존중; 2. 구체적인 

부르심 과는 상관없이 지망자와 서원자 모두를 위한 진지한 양성적 책임; 3. 

사도적-행정적인 계획의 세 함, 그것들의 성취와 뒤이은 확정을 통해 더 잘 

느낀 의사소통, 나눔, 공동책임.  

 

우선적이고, 야심적이며, 성공적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바오로인 사제와 

제자는 왕국의 성장을 위해 kenosi (자기 비어), 즉 자신의 포기와 비움을 통해 

스승의 길을 따르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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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성의 존재  

 

1908 년부터 “(알베리오네 신부는) 미래에 설립하려는 바오로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젊은 소년, 소녀들을 찾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풍성한 부 103). 

“1910 년경에 결정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한층 더 밝은 빛을 받아 저작자, 기술자, 

보급자들이 남녀 수도자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풍성한 부 23). 1916 년, 

첫 걸음과 거기에 따른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이후, 설립의 참된 의미를 따랐던 

소년, 소녀들을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세 개의 가지, 즉 남자-

수도자 가지, 여자-수도자 가지, 평신도-남녀 가지로 나누었다 (계획서, 1916 년 

8 월 15 일). “좋은 출판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선포하는 

일처럼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많은 직무가 여성 고유의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딸들이 더 잘 하고 있다...” (UCBS 1922 년 3 월). 이 마지막 말(딸들이 더 잘 하고 

있다)이 있은 후 80 년이 지나, 바오로 가족을 구성하는 10 개의 재단 중에 5 개가 

온전히 여성 단체이고 두 개는 남녀 모두를 수용한다. 그리고 5 개의 바오로 

수도회중 4 개는 여성 수도회이고 한개 만이 남자 수도회이다. 여성이 가족 전체의 

발전에 있어 막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되는 셈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계몽적인 것으로 ‘사제의 열의에 결속된 여성’을 집필하였다: “... 

오늘의 여성은 오늘의 남성을 양성해야 한다...” (39 쪽) 그리고 “... 여성은 마음이 

강하다;... 자신의 관념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직감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의 

전 존재를 통해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남성을 

지원한다...” (55 쪽). 또한 설립자의 이 저서 속에는 미래 가족에 있어 여성 사도직 

분야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의 초판이 191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과 

이제 막 설립된 “Piccolo operaio” 인쇄소에서 출판한 첫 작품 중의 하나임을 

생각하면, 설립자는 1911 년에서부터 여성 사도직 분야를 생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성한 부 109 를 보시오).  

 

 

그러므로 우리 바오로인들에게 있어 여성의 품위와 소명은 “이론상으로는” 이미 

확보된 논제로, 여성의 품위, 교회에서 차지하거나 차지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바오로 

가족의 ‘수도회간 위원회’에서 애써 만든 최근의 바오로 가족 통일 계획안 (2001 년 

3 월)은 여성 “바오로인”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적인 다양한 면을 조명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는 아직도 진정한 가족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동의 축성 생활에 있어서도 인정과 존중, 풍성한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성숙한 협조 능력과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사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축성 생활 회칙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남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적 규범, 자아이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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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자신을 확립하고 이를 해석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회적 

생활을 조직하는 그들의 방법을 다시 보도록 도와준다” (57 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일하려면 각 개인의 구체적인 카리스마와 가족의 통일된 

카리스마에 충실함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원했던 완전한 형제애와 

자매애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성별간의 모든 대립을 극복함으로서, 성별간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고, 

인류학적이고 영성적인 모든 단계와 전 분야에 걸친 수도회간의 통합적인 

양성으로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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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도회 안에서의 “평수사”  

 

성 바오로 수도회의 법적인 조건이 성직 수도회라고 할지라도 (회헌 제 2 조 

참조), 구체적인 사도직 안에서 “평수사”의 존재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와 

함께 인류 진흥과 복음화를 위해 도입한 수단들의 현시성과 새로운 개방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 본다. 우리 사도직의 대상은 모든 분야에 걸친 사람들,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관련된 분야, 모든 그리스도교 교리, 모든 윤리, 모든 

예절을 담은 사도적 활동에서 우선적인 내용,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사회 홍보와 

관련된 수단과 언어들이다.  

 

바오로적 사도직의 고유한 “평수사”에 대한 주목(注目)은 설립자가 그들에게 

기술과 보급을 위임하면서 특별히 감지했던 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바오로인 제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오늘날 바오로인의 사도직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건 어느 때이건 그 누구도 -사제건 제자건-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고유한 영역” 혹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남아, 거기에 대해 특별 총회 (1969-1971)는 관심을 가졌고 우리 

회헌의 일부로 수용되었다 (제 5 조 참조). 그렇지 않았다면 때로 있었던 것처럼 

몇몇 바오로인 사제가 직무상의 사제직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경우 (거의 항상)나 양성이 결여된 경우 (많은 

경우)에, 많은 바오로인 사제들이 바오로인 제자에 더 일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맡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편집과 바오로인 사제에 보다 일치되고 적절한 

다른 임무에 전념하는 바오로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1965 년에 

거행된 “스승 예수 제자의 날”에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오늘날 “고유한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술에 전념할 때 용기를 잃는 사제! 다른 한편, 제자는 자신의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서 더 기쁨을 얻는다” (SP, 1965 년 1 월, CISP, p.1446).  

 

우리의 사명과 바오로인 제자의 성소에 있어 “평수사”에 대한 주목의 심각한 

결여는, 몇 사람에 의해 생각 없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자세, 즉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바오로인으로만 보는 자세가 그 원인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은 설립자의 가르침도 수도회의 고유한 규범도, 교도권의 교의도 염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Perfectae Caritatis (사랑의 완전함) 교령은 평신도적 수도생활은 

그 자체가 복음적 권고에 대한 완전한 서원 상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PC 10 

참조). 근본으로, 바오로인 제자들과 우리 카리스마 자체에 존재하는 “평수사”에 

대한 의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은 친교의 교회론 안에서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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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에 의해 진행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현실적인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해방과 구원사업을 역사 안에서 계속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두머리로 존재하시며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은 그의 구성원이다.  

 

스승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청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 17,15-

16).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므로 그 맛을 잃지 말며, 

“세상의 빛”이므로 됫박으로 덮어두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도시” (마태 5,13-15 

참조)이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마태 13, 31-32)이며, 전체를 

부풀리는 “누룩” (마태 13,33 참조)이 되라고 하셨다. 그들을 온 세상으로 파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보장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라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모든 시대의 사회와 대화하며, 모든 이에게 

그분의 메시지와 은총의 방법을 전한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수도생활이 먼저 

세상과의 격리를 의미하기도 했었지만, 원래부터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직무로서 인정 받았고, 이 점은 빠른 시일에 걸쳐 상당히 다채로운 분야 속에서 

사도직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첫 계시가 있던 때부터, 설립자는 새로운 사도직의 절박함을 깨달았다. 즉,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수단들을 가지고 복음적 열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조건들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10 년경, “한층 더 밝은 빛을 받아” 초기의 생각 

(출판 사도직에 전념하는 가톨릭 조직)에서 “저작자, 기술자, 보급자들이 남녀 

수도자라야 겠다”는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다 (풍성한 부 23).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물론 완수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커다란 득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인류 발전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인 홍보를 위해 제공하였던 도구들을 사도직을 위해 

수용함으로서, 현실적이고 절박한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모든 분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방되고, 현시성을 띤 사도적 봉사의 성격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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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도회 안에서 직무상의 사제직  

 

우리 사도직은 참된 설교로서, “그 회원들의 세례와 견진성사적 성격에 

기초하거나, 교계가 설교를 자신의 사명에 속한 것으로 정한 법의 외형적인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제 회원들의 성품의 성격에 따라” 실현된다 (DC 24). 

그래서 직무상의 사제의 은총은 수도회뿐 아니라 전체 바오로 가족 설립의 

카리스마에 속한다.  

 

바오로적 사명의 현실성, 개방성, 보편성 (목차 3.7, “평수사”를 보시오)은 

거기에서 설교에 대한 거룩함과 공적인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보편적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들이 받은 진리의 선포에 따라 

부르심 받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설교의 공적인 의무와 규범은 직무상의 

사제직에 속한다. “주교들의 본질적인 의무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제들은 그들과 

일치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축성되었다” (교회헌장 25 와 28 항 참조)는 것을 실현한다. 바오로인이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 완수하는 수단상의 (매개적인) 설교는 교회에 의탁한 사명을 

수행하는 공적인 설교로서, 참되고 고유한 설교가 된다... “주교들을 보좌하는 

자격을 갖춘 사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PO 2;4 참조). 바오로인의 활동 속에서 사제와 제자의 

내적인 일치에 바탕을 둔 직무상의 사제직의 존재와 그의 직무 수행은 공적인 

설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제자들에 대해 “사제직에 비길 

만한” (풍성한 부 40 참조)것 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제자는 커다란 품격과 

특권을 지닌다. 이것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도 상응하는 것이다” (SP, 

1965 년 1 월; CISP, p.1445).  

 

그러므로 바오로인 사제는 편집을 하거나 (그에게 맞는 고유한 의무), 바오로인 

사도직의 어느 순간이건 어느 분야에서건 항상 한 축성 받은 사람으로서, 직무상의 

사제직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처신한다. 받은 성품을 결코 도외시 할 수도 없고, 

그에게 지워진 특별한 직무를 외면할 수도 없다. 교회를 향한 그의 의무와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 내에서의 그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1. 말씀의 직무: 복음의 빛에 따라 모든 현실과 모든 인간적인 문제를 

조명함으로서, 사회 홍보 수단을 통해 직접 혹은 전례 행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바오로인 사제는 내용의 준비와 양식, 말하자면 “편집” 분야에 있어 

(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그에게 지워진 책임에 대해 많이 고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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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화(聖化)의 직무는 특별히 백성을 위한 성사의 집행과 찬미와 감사의 기도인 

성무일도로 수행 한다 (전례헌장 83-86; 90; 96; 99 참조). 바오로인 사제는 미사의 

의미와 준비와 집행에 각별한 중요성을 둘 것이다: “사제의 직무를 통해 유일한 

중재자인 그리스도의 희생에 일치된 신자들의 영적 희생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는다. 

실제로 이 희생은 사제의 손을 통해 전체 교회의 이름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무혈의 

성사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까지 행해질 것이다” (PO 10 항).  

3. 사목적인 직무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와 형제들의 윤리적 지도와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 말의 넓고 깊은 의미로 볼 때, 고무적인 활동은 성 바오로 

수도회뿐 아니라, 바오로 가족 전체에서 무엇보다도 바오로인 사제에게 속해 있다. 

“활기찬 열정과 빛은 직무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제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 (UPS 

I, 20).  

 

수도회의 전체 회원들에 비해 바오로인 제자들의 수자 많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립자의 강한 주장은 배당된 사도직 수행의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인 부분의 해결책으로 본다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직무상의 사제직의 참여를 통해 보조적인 바오로인의 설교의 

공적인 성격을 심화 - 그리고 양성으로 정확히 전달 - 시킬 필요가 있겠다.  

 

직무상의 사제직에 부르심 받은 바오로인의 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적기를: “가장 만족할 만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성공의 윤리적인 안전함이 있기에 좋은 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확실히 구분된 

사제가 좋겠다” (1951 년; CISP, p.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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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 열린 국면  

 

신약성서에서 성 바오로는 무엇보다도 모든 형태의 분열에 대항하여 역설하였던 

사람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 하십시오” (1 고린토 1,10). 그리고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하고 대답하였다 (1 고린토 1,12).  

알베리오네 신부는 일치에 있어 성 바오로와 같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훗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불렀던 “Unitas”를 1935 년에 이미 창설하였고, 1960 년에 

교황청의 교령에 따라 아주 중요한 협회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70 년에 합법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60 년,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렇게 표명한 다 있다: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일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해 오던 작업과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이름을 취한 것은 수도회의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한 도시 혹은 한 나라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된 것이다  성 바오로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전 

세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모든 나라와 모든 대륙을... 우리를 인류의 사도, 일치의 

사도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DC 83 참조).  

 

  

.

 ,

지난 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도권의 역설은 최근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고, 우리에게 넓은 

의미에서의 “대화”에 관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즉, 대화와 그리스도교 

신앙과 함께 일치를 향한 여정, 대화와 타 종교와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연구, 

대화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 이득에 관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모든 수단들을 도입함으로서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 대한 개방과 동시에  혁신과 쇄신의 끊임없는 

진장 속에서 일치와 통합 (과학적, 종교적, 교회적, 세계적) 에 대한 열망은 우리 

시대에 강하게 요구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설립자의 사고와 업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DC 82).  

우리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 고유의 교회일치 운동에 대한 감각에 있어, 우리가 

성 바오로와 알베리오네 신부의 진정한 계승자인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적 생활은 열망에서 일치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적 일치, 

교회와의 협력은 성령께서 가리키는 새로운 방향에 따라 모든 인간을 향해 

열려있다. 자신의 생활양식과 신앙을 고수한 채 전 집단이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이동하는 우리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앙인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서,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평화에 대해 상호 연구함으로서, 믿을 용기는 없지만 영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67



느끼는 사회를 향해 열어 놓음으로서 교회일치 운동에 대한 감각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 이용자의 확실한 근원지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한계를 

둘 수는 없다. 알베리오네 신부 역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진정한 

바오로인의 생각, 감정, 열망은 초월성과 ‘초월적-세속성’을 반영한다: 즉 가족, 

교구의 좁은 영역이나 교계가 세워진 자리나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CISP, 1073).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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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오로적 카리스마에 따라 역동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우리의 축성생활  

 

설립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에 적극 충실 하는 것.   

 

바로 인류에 관한 만큼 주님과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서 오늘 요구하는 바다.  

이것은 우리 축성생활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사명의 원대함, 절박함, 예언자적 직무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제직과 제자직의 상호 보완성과 서로 내어줌을 통해 바오로인이라는 큰 은사를 

깨닫고,  

바오로 가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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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받은 사람  

 

4.1. 모든 사람은 부르심 받았다  

 

생명에로 부르셨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부르심은 신비에 

싸여있다. 확실한 것은,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각 인간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을 허락하고, 다가올 세기를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네가 네 어미의 뱃속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예레미아 1,5)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세상에 

태어날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다. 오로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행위만이 각 남녀를 

완전히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에로 부르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상에 살게 된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수억 만의 다른 인간들이 우리 대신 태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화학적 반작용의 원인의 결과가 아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씩, 우리 각자를 원하셨던 것이다.  

 

 

 .

 

그리스도교적인 삶과 성덕에로 부르셨다. 또 다른 신비로운 것은 아버지께서 

인간들 중 일부에게 주신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은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아주 작은 일부의 사람들만 그분을 

알아보도록 하셨다. 인간이 지닌 개인적인 공덕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은총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성 바오로는 그 점을 상기 시킨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로마 8,29). 어떤 처지에서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라시는 그 완전함에 대한 응답이다. 더 나아가 성 바오로는 

골로사이의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로서 그분의 성도이고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 

친절한 마음, 겸손, 온유,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 3, 12). 모든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총을 열매 맺도록 함으로서, 자신의 일상적인 의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서, 

희망의 불을 켜고 사랑으로 활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가야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성덕과 완덕을 추구하도록 초대받고 

의무 지워졌다 (교회헌장 41,42).  

 

그리스도를 특별히 계승하고 왕국의 건설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도록 부르셨다  

스승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교적인 삶에로 부르심 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계승을 위해 당신 제자들의 적지 않은 수를 초대하셨다: 몇 명은 전체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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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이익을 위해 거룩한 신비들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사제직을 통해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셨고, 그 밖의 사람들은 (사제와 평수사) 복음적 권고의 길을 통해 

당신을 따르도록 초대하신 것이다. 반면, 당신 교회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징표인 

결혼 생활의 부르심은 인류의 존속(창세기 1,28)을 위한 하느님 명령의 완수를 

보증하며, 사제직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 성소에 충실함으로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은총의 수단들을 지속하는 것이다.  

성령의 자극으로 이해한 복음적 권고의 실천은 교회의 거룩함의 증거와 모범을 

훌륭하게 세상에 보여준다 (교회헌장 39).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복음적 권고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와 결합된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람들 영혼 안에 건설하고, 

견고케 하며, 그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도록 기도와 행동으로 수도회의 고유한 

사도직의 색채와 형태에 따라 최전선에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교회헌장 44).  

 

바오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부르심이다. 이러한 확신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개인의 완전한 발전, 그의 희생, 그의 실존적인 기쁨, 그의 사도적 

창의성과 일관성이 그것이다. 바오로인 수도 생활의 선택- 사제 혹은 제자 - 에 

있어서도 먼저 성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72



4.2. 축성생활의 신학  

 

신학적 위치. - 축성, 특히 수도자적인 축성에 대한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계승자, 예수의 복음적 계승자라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복음적 사명을 나누고 선포함으로서 당신처럼 살기 위해 당신과 더불어, 또 

다른 당신의 계승자들(공동체를 통한 형제적 삶)과 더불어 살도록 한 사람씩 

부르셨다 (에페 1,3-14).  

 

축성이라는 말. - 축성하는 행위는 물론 축성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신학적인 의미로 “축성하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성화하다”, “신성시하다”, 

“신성화하다”, “희생하다”라는 말과 같다. 관련된 모든 용어들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거나 관계를 가지고자 하며, 신성한, 신적인 범위로 포함되거나 

포함된 것을 뜻한다.  

 

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 - 법적인 의미에서 축성이라는 용어는 하느님과의 

관계나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하며, 물건, 장소, 사람에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예절과 봉사에 

전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축성”은 하느님과의 긴 한 

개인적인 관계를 뜻한다. 그분께 바로, 직접 관련되어 있고,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이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일치이며, 하나의 성화이다.  

 

축성된 분, 그리스도. - 그리스도는 도유 받은 분, 축성되신 분  메시아로 정의 

된다: “아버지께서 축성하시어 세상에 보내 주신 분” (요한 10,36)이다. 그분 

안에서 축성에 대한 보다 신학적인 개념이 정확히 실현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즉, 거룩한 절대자가 당신의 신적인 영역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

 

세례를 통한 축성. -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은 아들(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이들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 즉, 

당신의 신적 친자관계와 보편적 형제애를 통해 축성되신 분(그리스도)과 우리를 

일치시킴으로서 실제로 우리를 축성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자식과 형제라는 이중적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축성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고유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과 사명을 

구축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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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적인 축성. - 수도자적인 축성은 은총이다. 이 때문에 그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적 활동이 된다. 수도자적인 축성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삶의 인간적 계획인 청빈, 정결, 순명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일치시킨다. 실제로, 복음적 권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견본”이나 예수의 덕행이 아니라, 그분의 활동적이고 총체적인 태도이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서, 

청빈-정결-순명으로 살았던 것이다. 공적인 서약을 통해 서원하는 수도생활은 

진정한 하나의 축성이다: 이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삶의 본질적인 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예수와 일치시킴으로서 새롭고 특별한 축성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다. 세례의 축성에 바탕을 두고 완전함을 지향하는 바로 

그 축성인 것이다. 수도 서원을 통해 그 사람은 완전히 축성되었고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그분에 의해 지배되고 성화되었다. 복음적 권고의 삼부작은 인격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축성된 바오로인. - 알베리오네 신부는 왜 단순한 가톨릭 단체가 아닌 수도회를 

원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 동기는 풍성한 부 23-24 에 잘 나타나 있다.  

* (복음적 권고들과 사도직을 통해) 회원들의 영혼을 가장 높은 완덕에로 

인도하고:  

* 사도직의 일치, 안정, 지속성과 초자연성:  

* 전면적인 헌신:  

* 순수한 교의:  

* 정신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사도적 전망 안에서는 “방편적인” 동기가 우세한 듯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계승자의 길과 전인적 (정신, 의지, 마음의)인 희생을 통해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께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다 깊은 동기들이 확실히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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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근본적인 목적: 성덕과 복음화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목적이 머릿 속에 분명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바오로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성생활을 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설립자는 사제, 본당 

주임 신부, 주교들의 사목적인 활동이 새로운 수단과 더불어 배가 될 수 있는 

수도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영성지, 제 4 호, 1981 년 p.14).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의 것임을 느꼈다.  좋은 출판을 위해 그분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였고 한 존재임을 느꼈다. 

우리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로 굳게 결합된 

웅장한 건물을 짓는 살아있는 초석들로 한 유기체의 구성원 이었다” (시뇨르 

마에스트로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의 일지에서 요약).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안다는 것은 신뢰를 다지고 어떤 직무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증한다.  

 

회헌과 회칙 (제 2 조) 에는 우리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1. “회원들의 애덕의 완성”은 세상에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를 줄 수 있기 

위해 그분을 충만히 사는 강한 성덕과 같다:  

2. “사회홍보 수단에 따른 사도직으로서 인류를 복음화” 한다.  

 

이러한 목적은 “공동생활 속에서 청빈, 정결, 순명에 대한 서원의 정신과 실천, 

그리고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을 통해” 달성된다. 바오로인은 이 두 가지 삶의 

본질적인 원칙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들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켜진 등불이 된다. 이 등불 없이는 어둠 속을 가게 될 

것이다.  

 

바오로인에게 있어 성덕은 삶의 일차적인 고심거리 이다. 그 속에서 그의 존재와 

활동은 조화와 일치를 이룬다. 바오로인은 성덕을 자신이 제일 먼저 사랑했던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으로,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홍보 수단에 따른 사도직으로서 인류를 복음화 하는 사명이 바오로인에게 

맡겨졌기에, 그의 사도직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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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인은 이러한 우선적인 목적을 충만히 살아감으로서, 고유한 카리스마적 

성격과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는다. 그 안에서 존재와 활동은 스승과의 긴 한 

관계를 체험하는 유일한 것이 되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 20).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바오로인의 정체성과 이중적인 표현을 더 명확히 

읽어낼 수가 있다. 모든 사제와 제자는 같은 목적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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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도 서원의 예언자적인 성격  

 

바오로인 수도자들은 로마 교황께 드리는 충성서약 외에도, 드높은 긍정적인 

자세로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살고 있다. 잘 관찰해 보면, 바오로인 

카리스마의 실체를 통해 서원은 새로운 하나의 자격으로 드러나고 교회에 있어서는 

예언자적 성격을 띤다.  

 

이것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정결. - 바오로인의 전체 삶과 마찬가지로 정결도 사랑의 완전성, 즉 개인과 

공동체를 인간적인 풍성한 발전으로 이끄는 교육과 양성의 결실이 요청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회헌 26 을 보시오)까지도 모두 봉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제-제자의 관계에 따른 상호 형제적 사랑에서 기인한 “아가페적” 증거를 서로 

고찰하도록 도와줌으로서, 공동체적인 생활에 관해 회헌 제 3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전체 바오로 가족 안에서 성 바오로 수도회의 “보육(保育)자(altricita)”의 

기능을 실천하는 것도 정결서원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공통체적인 좌표에서 “예외적인 발전과 사도적 부성(父性)”은 더해지고, 

이중적 “관계의 삼인조” (삼위일체와 나자렛 가정)를 보호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포기”의 측면에 역점을 두지 않고 “발견한 

보화”(마태 13,44 과 회헌 32 조)에 완전히 헌신하면서 “기쁨과 평화를 증거”하려는 

것이다.  

 

청빈. - 기도, 면학, 사도직과 함께 이 덕은 바오로인 생활의 기초 중에 하나이고, 

바오로인이 오늘의 사람에게 전하는 정신적 유산을 움직이게 하는 “바퀴”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수도회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하고 진지한 헌신이다. 바오로인의 “노동의 열매”는 하느님의 진실한 종의 

무익하고-값진 증거로 하느님께 즉시 봉헌된다. 하느님 백성을 위한 공동체의 

사도적 노동을 통해 “희생된” 개인적인 의지도 “노동의 열매”로 모아진다. 시간의 

활용, 이를 낭비하지 않음, 창조적인 노력, 보잘 것 없는 생활... 등은 “성공의 

비결” 속에서 기도가 되는 모든 면들이다.   

 

순명. - 하느님, 장상들, 교회 사목자들을 향한 것으로, 순명은 공동체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수도회 전체를 구속한다 (회헌 43). 순명은 성령과 자기 

형제들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자세이다. 사도적 활동에 있어 확실한 

기준이 되는 순명은 소극적인 예속이나, 더 못한 노예주의나 무관심을 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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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각자에게는 그가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존재 전부를 다 바칠 것”을 요구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 순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헌 41). 

바오로인에게 있어 순명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격과 권한 (“적극적인 순명과 

책임”)에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화하고”,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이며,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각 서원들은 세속적인 다양한 풍조에 대항하여 보다 크고 결정적인 사랑, 

합당하고 고귀한 자유,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는” 능력을 갖춘 완전한 부(副)를 

통해 오늘의 증인이 됨으로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가르치기를: “바오로 수도회가 젊을 때, 현재의 삶과 미래 

바오로인의 삶을 위해 정신 - 의지 - 마음 - 몸의 본능적이고 신비적인 교육, 

즉 총체적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온유함을 지닌 동시에 

자신을 통솔할 줄을 알며, 보편적인 사랑을 위해 정결한 사람이 되고, 형언할 수 

없는 부(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순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 수도자적인 정결은 진정한 사랑이며, 청빈은 진정한 

부이며, 순명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CISP, 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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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체 내에서의 형제적 생활  

 

“우리에게 있어 공동생활은 사도직과 사도적 관점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수도회의 성격은 회원들의 공동선의 추구라는 유일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다함께 

공동생활을 준수하는 것이 ‘수도자이며, 사도들인 우리는 영혼들에게 봉사한다”는 

점을 고려한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UPS I, 285).  

사도직에 관한 공동생활의 관점은 언급한 내용 속에서 설립자가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공의회와 함께 나온 친교의 교회론에 의해 풍부해지고, 알베리오네 신부의 

다른 많은 가르침의 요지 속에서도 드러난다. 축성 생활 회칙에서 가르치는 바는: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각자는 특정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형제적 친교를 확실히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생활이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적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신학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42 항 참조).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형제적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서, 성령을 통해 그분처럼, 그분 덕택에,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였다. 이러한 제자들 중에는-수도 공동체에 모인 이들 중에는-국가, 인종, 민족, 

언어가 다른 이 남녀들 중에는 이러한 숭고하고 무한한 사랑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았고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수도 공동체는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개인적인 

교감이나 인간적인 동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 (요한 1,13)이고, 

거룩한 성소와 신성한 끌림에 의해서 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실행에 옮기셨듯이 당신의 경이를 펼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과 

형제(이웃)를 향한 사랑의 가장 살아있는 하나의 표징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사도직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증거로서, 모든 수도자들에게 있어 

공동생활의 우선적인 동기가 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바오로인의 공동생활은 공동체적인 사도직 수행, 형제적 

협조, 우애, 상호 협력, 형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회헌 

15). 이러한 자세들은 - 매일 거행하는 성체성사, 성체조배, 식사의 나눔, 사도직과 

개인적, 공동체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표 작성 시기, 사도직 안에서 각자의 직무에 

전념하는 시간, 문화적, 영적인 연수에 할애하는 시간, 연중 피정과 영성 수련 

과정에서 검토하는 시간과 오락시간... 등 - 바오로인 공동체의 고유한 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들이다.  

인상적인 이러한 순간들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격이 되어야 한다.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될 생활의 근본 

요소들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의 더 나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 자신을 

토착화시켜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모든 공동체는 우리의 사도적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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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들을 결합시키는 동일한 신조의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에서 두각 시켜야 할 또 다른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성소의 풍성함과 

일치, 그리고 이중적인 표현이다:  

- 상호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신뢰와 존중,  

- 성소 개발을 위한 각 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축성생활은 언제나 성덕을 실행하기 위해 서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협력체인 수도회, 재단, 수도자 가족이라 부르는 단체의 본질에 

따라 좌우된다. (...)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진보 속에서의 책임과 경쟁이 있다. 

공동생활은 노년, 병, 죽음, 연도에 도움을 줌으로서 많은 것을 보여준다. 

보호기구가 아닌 유기체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것은 

각자에게 필요하다” (UPS I,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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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사람들  

 

4.6. 친교의 사람들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친교로 하셨다. 사랑, 

삼위일체, 친교로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은 당신과의 긴 한 관계로 들어오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상호친교, 즉 보편적 형제애로 인간을 부르셨다. 하느님과 형제인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로 들어가는 이것은 가장 숭고한 인간의 소명이다” (VFC 9).  

 

인간은 공동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본질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다 (사목헌장 

12d).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사도적 서한 Novo millennio ineunte (43 항)에서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고 세상의 많은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가 친교의 집과 

학교가 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교회론적 위치에서 바라보았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1985 년에 개최한 주교 시노드의 

특별 회의는 친교의 교회론은 교회의 체계와 그 안에서의 단일성과 다양성 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임을 밝혔다 (IL 66).  

 

교회의 지체 (로마 12,4-5; 1 고린 12,12 이하; 에페 4,4) 로서 바오로인의 

모습은 그 회원들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회는 성사, 성무, 

카리스마들 위에 기초를 둔 (친교의) 공동체로서, 그의 다양성은 성령의 선물이기에 

교회 구성원들의 직무와 기능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모두는 유일한 

성령의 활동으로 일치되어 있다 (IL 67). 사랑은 교회 생활에서 완전히 새롭고 모든 

고유한 카리스마의 활동적인 기업심을 결정짓는 기본 원칙이 된다 (IL 67).  

 

친교의 교회론은 공의회 문헌들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이다. 이는 교회의 

조직적인 공동체 내에서 축성생활의 존재와 사명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획일적이지 않은 카리스마와 생활조건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신원(정체성)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는 만큼, 

교회와 자신의 사명에 득이 될 것이다 (VC 4).  

 

수도회는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그들의 사명은 

보편교회와 그들이 속한 교구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고, 때에 따라 집단적으로 일치하여 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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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교의 정신에 관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30 항): “인간은 사회 속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의 부족함을 사회 속에서 보충하도록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설립자가 생각하는 “사교성은 사회, 특히 어떤 수도 단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자질이다. 사교성은 마치 사교적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장애가 되고 성소가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듯이 성소에 대한 긍정적인 

표징이 된다.  

 

 

 

 

 

바오로인에게 있어 사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회 가족 안에서 형제, 장상, 아래 사람들을 향한 공동생활에 대한 존중;  

다른 수도회 가족들에 대한 존중;  

다른 바오로 수도회들에 대한 존중;  

신자 개개인이나 단체로 모인 신자들에 대한 존중;  

동향인, 예속민들과 정치가들에 대한 존중;  

전 인류 가족에 대한 존중;  

전투적, 정화적, 승리적인 전체 교회에 대한 존중“ (CISP, p.1063)이다.  

 

사교성은 바오로인의 정체성의 건설적인 요소이다. “홍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오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친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차원에서의 분쟁은 친교의 결핍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수도회와 교회 

생활에서 이 본질적인 차원이 미성숙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양성적인 여러 단계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사교성의 단계에 맞는 

과제를 지워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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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홍보세계를 향한 개방  

 

홍보는 설립 순간에서부터 뒤이은 발전 과정 속에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도적 

염려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였다. 초기에는 출판 사도직에 총열을 기울이다가, 후에 

출판 사도직에 영화, 라디오, 레코드, TV 까지 합쳐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하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회홍보 수단 

사도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오로인의 사도직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의 변화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스타일을 드러낸다: “사도직을 위해 언제나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들”.  

 

 

기술의 발명과 혁신, 언어의 다양성, 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는 홍보는 최근 두 세기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전달을 위한 개별적인 도구의 수준에서 총체성 안에서 아직 

덜 공개된 하나의 문화로 넘어 온 것이다. 동시에 집단화 할 수도 개별화 할 수도 있는 (인

공위성이나 전선을 통한 송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인 홍보) 홍보의 종류와 수단에 빠르게 

다가감으로써, 인류를 “지구촌”화 하거나 일괄적으로 익명화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진 것이다. “dot communication"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는 의미심장한 형식과 작업 

구조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고유한 언어 코드와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급속도로 보급되어 

가고 있다.  

 

새 인류는 이제 미디어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오늘의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

려면 오늘의 미디어 언어(형상, 소리, 움직임, 실상, 상호활동)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

을 통해 교육받고 새로운 세대들과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어제의 언어로 내일의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적

고 있다. “적들에 의해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젼 등이 이미 만들어질 때 (그것들이) 흥

미를 유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속임수이다. “사전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ISP, 806).  

 

홍보세계의 현실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삶과 생활의 모든 면 - 영성, 양성, 

사도직, 공동생활과 권한 -에서 “창조적인 신뢰”를 위해 총괄적인 운용을 

수도회에 요청하였다.  

홍보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명확하고 반복된 의지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의 새로운 형식이고, 홍보 자체는 

전문적이고 영속적인 기초 양성에 있어 기술, 언어, 직업, 문화 등 바오로인의 

복합성 안에서 바오로인과 일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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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가 교회 내에서 복음화에 기여하는 홍보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면, 홍보 속에서 문화로서의 홍보와 신앙의 토착화를 

“생각함”으로서 창의적인 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홍보의 본질적인 변화는 

사도적 활동에서나 영성에 있어 바오로인들로 하여금 무관심하도록 놔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명에 초월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창조적인 신뢰는 컴퓨터를 

사도직의 발전을 위해 도입해야 할 홍보적인 ‘새로운 기계 로 생각하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컴퓨터는 문화와 같이 홍보-기술에 있어 불시에 출현한 

빙산의 유일한 막다른 곳이다” (GMIOS, p.564).  

 ’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홍보를 뜻할 때 사회 홍보 사도직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점점 더 완벽해지고, 소형화되고, 침투하여 피할 수 없는 기술이 

포함되지만, 참되고 고유한 문화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홍보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게끔 사고방식을 넓히도록 해 

준다. 이리하여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자선을 베풀도록” 파견한 것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성 바오로 수도회의 제 7 차 총회,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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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명의 내용과 대상  

 

우리의 정체성과 증거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사명의 구체성은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의 선택에 있어서만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구체화 된다. 이에 관한 확고하고 밝은 입장은 성 바오로 출판사 

국제 세미나 폐막에 즈음하여 작성되었다 (아리챠- 라노, 1988 년 9 월 17 일-

10 월 2 일).  

 

바오로인 활동을 특징지어야 하는 사목적인 성격, 총체성, 현시성을 바탕에 둔 

내용의 선택은 먼저 성서(모두를 위한 모든 것), 교리서, 전례학, 신학과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에 대한... ” (필립 

4,8) 일반적인 것을 포괄한다. 인간에 대한 완전한 자유, 인간적인 가치들의 

전반적인 발전, 보편적 형제애, 타종교와 다양한 문화들과의 대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 항상 마음을 쓸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도직의 대상은 격리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고 

대중을 우선으로 한 모든 사회 계층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설립자의 꿈과 

지시를 실현해야 하고, 설립자는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환경에서 지성인과 

지도자들을 확보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였다. 모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말을 빌리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생각하며, 

보편적이고 자비로운 복음의 정신으로 활동한다. 모두 나에게로 오시오 (Venite ad 

me omnes)”(UPS IV, 117-118). 이렇게 “모두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여러 사회 계급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설립자는 식별 없는 보편주의에 결코 빠지는 일이 없었다. 우리의 “거대한 본당, 

세계”로 하여금 대상의 여러 등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설립자의 

고심의 흔적은 역력하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출판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한 

순서가 필요하다. 첫째 성직자, 어린이, 청소년, 대중, 그리고 교사처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선교, 사회적인 

문제, 지적 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풍성한 부 69). 최근, 잊혀졌거나 소외된 

이들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등급의 수도 늘어났다. 

우리는 이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명의 방대함은 커다란 창조적인 능력과 아울러 개방된 정신과 착실한 

준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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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리오네 신부는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축일의 첫 시간에 드리는 묵상 중에 

사도적 창조성에 대해 이렇게 권고한 바 있다: “바오로 가족은 모든 사목적 활동, 

모든 찬미, 격려, 활력을 인정한다. 어떤 부분에서라도 교회의 승인을 얻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업정신, 아무 것도 제외되지 않은 좋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MCS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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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의 사도직은 설교이다. “언어사용”에 주의!  

 

설교(선포, 복음화)는 무엇보다도 삶으로, 모범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해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양분으로 내어주는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지평을 

넓히고 여러 수단들을 활용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추진하신 것이다.  

 

《“출판 사도직”은 “출판을 통한 하느님 말씀의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참된 

사명이다. 선포, 즉 “하느님 말씀”의 설교는 구원의 기쁜 소식과 진리의 복음화이다.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해야 할 설교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이다. 

한편, 본래 설교는 출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구두설교와 마찬가지로 필서나 

인쇄본을 통한 설교는 말씀을 배가하여 어디서나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하느님 말씀이 도달되지 않거나 원래대로 보존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한다》(AE 12-13).  

 

후에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받아들인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러한 말씀들은 

“진리에 대한 자선”으로 자주 지적되었던 그의 사도적 사업을 읽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즉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필사로, 인쇄로, 해설을 곁들인 말로 

제공되는 하나의 효과적인 자선 행위였다.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수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간적, 영적 성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훗날 밝혀져 우리를 감격스럽게 할 알베리오네 신부의 직관은 

“제의실(교회적인 형식주의)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당국으로부터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던 수단들도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직관, 이 연구는 우리 

시대 인간에게 희망의 설교, 구원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오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본당 (혹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말했던 것처럼 교황의 본당)은 이러한 선포를 

새로운 강론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홍보시대의 언어를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운반하는 수단들이 늘 새롭게 발전하듯이, 언어는 항상 

새롭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확장함에 있어, 그 수단들이 

홍보의 새로운 코드를 “창조”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간의 천성인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새로운 수단들을 “발명”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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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어 자체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연습으로만 

남는다. 바로 여기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정확한 방법과 엄격한 규율로 도식화했던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총체적인 시각으로 사람의 인간적이며 영적 성장에 유용한 

모든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성서, 교도권, 전승에서 출발한 바오로적인 

설교의 내용까지 그렇게(도식화)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기에, 

사도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사도직의 기술을 습득하고, 신체적, 지적,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응의 

융통성도 익혀야 한다》(AE 37).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부를, 모든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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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바오로인 “저술가”  

 

바오로인 “저술가” (넓은 의미에서는 저자, 내용의 협조자, 그리고 편집자, 창작가 

등도 포함된다)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전문성, 소명,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 

수도회 측에서는 잘 활용할 만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결코 완성되지 않은 

말이라는 인식 속에 공동의 이익 -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을 위해 자기 재보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인출해 내는 사람이다. 

그가 내 놓은 첫 저서와 첫 기사는 그의 인간성이다. 즉 “인간 자체”인 것이다.  

 

바오로인 (사제-제자)으로서,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위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 적성, 선택, 능력에 따라 - 살고, 증언하며 기록한다: 즉,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지식을 복음으로 간파하여 종교에 관해서 뿐 아니라, 전체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다룸으로서, 현실을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이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다. “모두”와 “전부”는 집단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용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용어이다: 모두와 전부를 말하지만, 

각 개인 혹은 별개의 실체는 본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모두와 전부가 된다 

(교황 바오로 6 세, EN 45).  

 

바오로인 “저술가”는 절박하고 넓은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과 

모르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중대한 문제-지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는 이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를 제시함으로써, 성 바오로의 보편적이고 범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으로 육성된다. 

그 때문에 비록 몇 사람이 “전체주의” 성격을 가지고 “모두”와 “전체”를 이해하고 

기술하려 했어도, 바오로인 “저술가”는 하느님의 눈 - 특히 생각과 마음으로 - 

으로 모두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서, “탈(脫) 시간적이고 탈(脫) 

공간적”으로 -  하지만 항상 개인적인 방법으로 - 너와 내가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바오로인 “저술가”는 바오로 수도회의 출판사에서 사도적 일을 한다. 

“바오로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명한 저술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렌티노 감비 신부는 기록한 적이 있다. “오늘 출판하지 않은 더 많고, 특히 더 

좋은 책들은 어느 날, 잘 훈련된 바오로인 저술가 군단이 저술하여,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 바오로 국제 기숙 

신학교 내(內) 회보를 보시오,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1968 년 12 월 15 일,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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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인 “저술가”의 피로를 견디어 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절박함”과 

“영혼들의 배고픔”이다. 바오로인 “저술가”는 인쇄된 것으로서 만이 아니라, 살았고 

기록된 것이 육화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가능성을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충만한 위안처라면, 그분 안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세계의 대 부분은 물질적인 빵이 부족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가져다 주었고, 그분 자신이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하신 영적인 

빵도 부족하다” (알베리오네, 사고(思考), 로마, 1972, p.40).  

 

그의 사도직 분야는 사회 홍보 수단으로 복음화 하는 것이기에 바오로인이 

대중의 전달자라는 인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술가”로서의 바오로인은 복음적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들은 

아주 박식한 사람에서 단순한 사람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국적과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와 사회적 조건이 다른 사람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오로인은 비록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간적인 

지식의 모든 영역에 걸쳐 표면적으로서가 아닌, 잘 알고 있고 교육 받았다고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에게는 방대한 문화가 요구된다. 바오로인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막혀있어서도 안된다. 그의 대상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가능한 주제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세 한 요구사항은 우선 대상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알아듣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에 비추어 주제들을 관찰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며, 동일한 이 주제들을 

전달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오로인에게 있어 진정한 복음화는 대상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죄 중에 태어난 “옛 인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인간”까지를 평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더 넓은 고찰을 위해서는 부록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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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바오로인 “예언주의”  

 

세례를 받고 수도회 축성을 받은 (교회헌장 44) 바오로인은 예언자적인 차원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예언자는 강하고 이례적인 하느님에 대한 체험으로 각인된 사람이다. 하느님께 

붙잡혀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예레 1,4-10) 그분께 완전히 빠짐으로써 가시적인 

것 이상의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표시된” 삶을 살아간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고 움직여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이사 61,1-3). 말씀의 사람이기에, 말씀은 그(예언자) 안에서 

효력을 얻고, 살고, 육화되고 자유를 누린다 (에제 3,1-10).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 듣고 있는 사람이다 (미케아 3,1-12).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역사의 흐름에 순명 할 줄을 알고, 인간 마음의 모순을 읽을 줄 알며, 

인간적인 흐름과 희망에 대한 통찰력으로 더 나은 길을 예고하는 사람이다 (호세 

1,2-8). 그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다.  

 

우리의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은 가치, 희망, 가시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지지받기를 원하며, 가진 대로가 아니라 있는 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우리 바오로인들은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알아듣도록 

배우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이 

시대 사람들의 선택과 삶을 조명해야 한다.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수정하기 위해 현대적 속박 (무관심, 소외, 익명인, 경쟁심...)들을 과감히 고발하는 

데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땅을 일구고 그 속에 씨앗을 뿌려 새로운 싹이 돋아 

새로운 열매가 맺기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생각, 제안, 가치를 심고, 변혁을 시작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때로는 

필요한 것을 참을 줄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열매는 못 볼 수도 있는....  

 

성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예언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즉시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밭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그의 자녀들과 교회에 남겨주었고, 풍성한 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실현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 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과제에 대해서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거기에서 설립자는 실현을 보지 못했던 

꿈들 가운데 하나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모든 과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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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것이었다. 풍성한 부 185-191 번 들은 서로 연관된 과제의 유효성과 

시사성을 확인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회칙신앙과 이성의 83 번과 85 번으로 

이어진다. 여기 회칙의 한 절을 읽어보면: “인간은 지식에 대한 일원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에 도달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사상이 다음 그리스도교 천년기 안에서 책임져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바오로인 예언주의에 관해서는 목차 3.3 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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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자선의 다양한 형태”  

 

새 천년 기를 시작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그리스도교 감각을 요구하는 

많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긴급한 주의를 호소하였다. “세계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발전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최소한 요구되는 인간의 존엄성 그 이하의 생활 

조건으로 방치해둠으로써 큰 가능성을 적은 수의 행운아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성장의 모순을 안고 새 천년 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경악케 하는 낡고 새로운 빈곤을 서술한 후, 교황은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자신이 이웃이 되어줄 만한 능력의 표현도 되는 

새로운 “자선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도록 간절히 호소하였다 (NMI 50 항 참조).  

 

1961 년, 알베리오네 신부는 말하기를: “과거에는 보통 수도원의 문에서 

야채스프를 나누어 주고, 빵을 나누어 주었듯이, 또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수도원의 문에서는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자신의 영원한 목적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Pr. A, p. 193), 

출판 사도직 (1944 년)을 통해 가르치는 바는: “사도는 충실한 양 무리를 보호하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버림받은 사람들  반대자들, 설교대에서 신자들 무리에 이르기 까지 감히 빵 

조각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 참된 하느님과 구원과 복음을 외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학교, 출판, 가장 세속적인 분야들, 영화, 라디오와 모든 형태의 

보급물 등을 통해 사탄의 스파이들에 속아 신앙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통치와 

직위와 일의 관심사에 자신을 온통 빼앗긴 회의적인 사람들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목적지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천사  

지상의 것에만 걱정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대해 말하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p. 265).  

 

 

 

,  

  

 

,

 

 

성 바오로 수도회의 Ratio studiorum 서론에서 (UPS II, 195) ‘veritatem facere in 

charitate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시오)'...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두머리이고 거기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완전한 한 

지체로서 자연적, 초자연적 지식의 통합에 준하여 에페 4,15 를 언급하였다. “사랑 

안에서의 진리”는 모든 바오로인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파견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한다.  

 

참된 사랑(아가페)은 언제나 다양하다. 이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일을 곁에 두고 

있는 한 가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바오로 가족이다. 우리를 조직함에 

있어 설립자에게 빛의 섬광 (guizzi di fantasia) 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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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게는 그 여성적이고, 평신도적이고, 기도적이며 선교적...인 이 특성들을 

모조리 발산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인의 창조성과 보완성이다.  

 

그래서 바오로인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 곧 

진리와 사랑에 따라 활동하도록 초대 받았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대중의 

추측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의 시각에 따른 조정들에 있어 완전한 

사실이 아닌 의견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바오로인으로 하여금 순명 서약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연구한 바에 따라 한 면이 논쟁적인 모든 

형식을 제거한다면 (사랑으로), 다른 한 면은 겉모양에 결코 연연해 하지 말고, 

하느님의 심오함을 주지하는 성령에 의해 밝혀진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탐구할 

것을 강요한다.  

 

실제로 이것이 파견된 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바오로의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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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인으로서 제자와 사제들  

 

4.13. 유일한 정체성과 사명: 직무상의 이중적인 표현  

 

우리 회헌의 제 2 조를 읽어보면: “성 바오로 수도회는 사도적 생활의 성직 

수도회이다. 수도회의 목적은 회원들이 서원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에 

있다...”; 그리고 제 4 조에는: “성 바오로 수도회의 회원으로서 사제와 제자는 똑 

같은 수도서원을 하고... 같은 규범으로 다스려지고, 똑 같은 영적 특전에 참여하며, 

성품에서 유래된 것만 제외하고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사제와 제자로 

구성된 모든 바오로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화에 있다.  

 

성 바오로 수도회 안에서 사제 혹은 제자라는 신분은 성소에 관한 문제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좌우되며, 각 부르심에는 숭고한 신비적 공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성소의 본질적인 차원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성인이 되는데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한 하느님의 뜻을 참으로 실행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제 성소건 제자 성소건 특정한 사람의 성소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본 변수이다.  

 

우리로 하여금 바오로인이도록 하는 수도자적 축성생활에 대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고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목적을 향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제 혹은 제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중요성이나 위대함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목적을 성화와 

애덕의 완성에 두고 있는 수도회의 회원으로서, 바오로인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축성을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오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았고, 그분에 의해 

성 바오로의 정신과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각에 따라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수단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 이러한 바오로인의 카리스마적인 신원은 사제-제자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 구체화 된다.  

 

사제와 제자는 함께 바오로인을 구성하며, “보완적이고 동일한 본질을 지닌” 두 

가지 요소이다. 바오로인 신원의 두 가지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알베리오네 신부가 원했던 바오로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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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보다 근원적인 결론으로 가져감으로써, 우리의 각 공동체에서는 

- 실질적인 불가능을 제외하고 - 바오로인 성소의 두 가지 표현을 다 증거 

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몇 군데 지역에 대해 

인식하고, 거기에도 가능한 빨리 이러한 증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바오로인 제자와 사제에게 있어 공통된 본질적인 요소는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한 수도자적 축성생활이다. 하지만 사제와 제자라는 고유한 요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거기에는 직무상의 사제직과 평수사가 있다 (목차 3.7 과 

3.8). 각별히 중요한 이 은사와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제들의 경우 활력을 불어넣고 성사를 집행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고, 제자들의 경우 설립자가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 전체에 위임한 개선(改善)의 

직무에 특별히 참여하는 것이다.  

 

사제 혹은 제자라는 고유한 조건에서 출발한 축성 받은 바오로인의 정체성과 전 

차원에 걸쳐 살았던 영성 간에 있어야 할 긴 한 관계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 안에서 사제와 제자가 지닌 공통된 축성의 은사는 둘 다 바오로인을 

드러내는 고유한 은사가 된다. 그리고 바오로인 사제도, 바오로인 제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이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서로 

내어줌으로써 “서로 바오로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회헌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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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보완성에 대한 이해  

 

“수도회는 고유한 정신과 사도직을 통해 특별한 사도적 목적, 영성, 사제와 

제자간의 일치를 위한 많은 새로운 점을 가지고 있다” (CISP, p.159). 수도회의 

제 1 차 총회 (1957 년)를 계기로 설립자가 언급한 이 새로운 점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와 함께 두각 되고 풍부해졌으며, 특별히 

친교의 교회론과 축성 생활에 포함되어 그 이상의 성찰을 가져왔다.  

  

 

 

1984 년 4 월 4 일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우리의 현 회헌은 “사제와 제자 

간의 일치는... 수도회의 고유한 특징이며, ‘새로운’ 것으로 설립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이다” (제 5 조를 보시오)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제-제자 간의 독특한 관계는 

하나의 은사이고 거기에 맞게 살고 증언해야 한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이러한 보완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성 바오로 수도회의 회원들 - 제자와 사제들 - 은 “동일한 사도직으로 일치되어” 

(CISP, p.159) 같은 사명을 완수한다. 이 점을 설립자는 처음부터 직무 사제직의 

활동과 거기에서 뗄 수 없는 제자 간의 일치를 통해 참되고 공적인 설교로 보았던 

것이다.  

 

“편집-기술-보급”이라는 과거의 공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고, 일차적인 것은 

사제들에게, 그리고 다른 두 부분은 제자들에게 맡겼던 알베리오네식 방침에 대한 

재고(再考)가 이제는 필요하다. 현재는 전체가 다 수용되어 “구체적인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폐쇄나 독점주의는 사라지고, 적성, 준비, 경험에 바탕을 둔 

지침서가 나오고 이것을 모든 바오로인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Ratio formationis, 21.1). 한편, 서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사제의 고유함과 제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그 “고유한 영역”에 대한 의미도 

심화되어야 한다 (회헌 제 5 조 참조). 이 “고유한 영역들”을 부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말한 폐쇄는 아니며, 

바오로인 사제나 바오로인 제자에 더욱 일치를 이루는 방침들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제와 제자의 일치는 업무적인 것 뿐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것이기도 하다. 

“제자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일꾼이지 바오로인이 아니며, 사제 역시 비록 

저술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바오로인이 아니다. 사제와 제자가 함께 동일한 

사도직으로 일치될 때, 둘 다 바오로인이다”라고 알베리오네 신부는 밝힌 바 있다 

(CISP, p. 159). 그리고 회헌은 “서로 바오로인을 구성한다” (제 5 조를 보시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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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친교의 교회론은 사제-제자간의 이러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새로운 

빛을 제공한다. 교회 안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른 성령의 관대함의 표현이며, 세상에서의 그들의 일치와 

사명을 표현한다. 더 이상 교계적인 차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호 직무상의 차원, 

즉 모든 독특한 카리스마와 은사는 받고 전해져야 한다는, 전체를 풍부케 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상호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축성의 은사에는 - 사제 혹은 제자들로 구성된 모든 바오로인에게 있어 공통된 - 

바오로인임을 드러내는 두 가지 고유한 은사들이 다 포함 된다 (목차 3.7; 3.8; 

4.13 을 보시오). 보완성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되고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보완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어떤 불완전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제자에게 바오로인 정체성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역동적 은총을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축성 생활에 대한 신학을 고찰해 보면, 상호성에 대한 활력의 다른 

중요한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자이건 사제이건) 선택에는 성소가 요구된다. 

식별에 있어서는 본성과 은총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소질이 상당히 고려되지만 

(USP I, P. 150 참조), 성소는 언제나 신비에 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체자 

편에서의 선택만이 아닌, 먼저 하느님 편에서의 선택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계획 

속에는 부르심 받은 각 개인과 사명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사도적 봉사의 

대상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많은 은총들이 있다.  

 

우리 성 바오로 수도회의 바오로인들에게 있어 사제-제자 간 보완성의 은사를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바오로 가족 차원에서 은사들의 보완성과 상호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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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a 사도직의 세 단계와 “고유한 영역”  

 

알베리오네 신부의 비젼 속에서 사도직의 “세 단계”  

출판 사도직은 “편집, 기술, 보급이라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세 

파트들은 하나이며 유일한 사도직을 형성한다. 그 중 첫 파트, 즉 편집은 사제의 

몫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기술과 보급은 제자의 몫이다. 출판으로 일치된 

사제와 제자는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 (UPS III, 127). 

“수도회에는 사도직에 전념하는 3 분의 2 의 제자들과 3 분의 1 의 사제들이 

필요하다” (SP, 1966 년 6 월-7 월).  

 

이것이 평소 우리와 관련된 설립자의 주장들 중 몇 가지이지만,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지속적인 생각과 실천을 통해 바오로인의 사도직 안에서 사제와 

제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다른 설립적인 두 가지 선택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저작자, 기술자, 보급자들이 남녀 수도자라야 하겠다” (풍성한 부 

23)는 것과 “... 왜 평신도 형제 (평수사)에게 사제의 열성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제직에 비길 만한 것을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풍성한 부 40)이다.  

 

바오로인의 직무상의 “사제직”과 제자, 바오로인 수녀, 평신도 (평수사)의 

“사제직에 비길 만한” 의 관계는 알베리오네 신부 때에 확장된 교회론적 관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설교는 성직자에게 속한 것으로, 성직 교계 

(교황, 주교, 사제)의 본질에 속하며, 평신도 (평수사)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교계에서 확실히 요구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협력 하는 것이다”. 당시 교회론과 

알베리오네 신부의 충분한 일치는 그가 바오로적 사도직에 대해 규정했던 본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 사도직의 이름으로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사명은 

출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기술적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설교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이 기쁜 소식과 진리의 선포이며, 진정한 복음화이다” (UPS III, 123). 

“구두(口頭)”로 하는 설교는 사제에게 주어졌고, “서술”된 설교 역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사제에게 주어졌다.  

 

쇄신된 교회론  

현재 쇄신된 교회론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과 더불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 교회론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 (교회헌장 c. 

II) 이라고 정의하고, “신자들의 공통된 사제직” (교회헌장 c. IV) 에 대해 다루며, 

“평신도의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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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통한 교회의 참된 “설교”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메스 메디아에 관한 교령 

3,13).  

 

이러한 쇄신된 교회론적인 시각은 “진정한 설교” 로 이해된 바오로인의 사도직을 

실현함에 있어 “사제직에 비길 만한 (준 사제직)”과 “사제직” 간의 관계에 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의도를 더욱 정연한 신학적 체계로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생각 - 편집, 기술, 보급에 있어서의 임무는 세례성사에 기초를 

두고 타고난 소질과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맡겨져야 한다 - 했던 

것처럼 바오로인의 사도직 안에서 역할의 분리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바오로인의 “직무상의 사제직”의 핵심은 바오로적 카리스마의 “새로움” 

(풍성한 부 110 을 보시오) - 편집, 기술, 보급은 그저 단순한 가톨릭 출판 활동이 

아니라 “구두 설교”와 동등한 “준성사적” 효과를 지닌 “설교, 저술, 시청각, 미디어, 

대중 매체, 네트워크”의 단계들 - 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제직과 “직무상의” 사제직은 독특한 바오로인 

성소의 본래 성격이기도 하다. 바오로인의 사도직은 교회에 위탁된 사명을 

실천하는 “공적인” 설교이다 (목차 3.8 을 보시오).  

 

“고유한 영역들”을 재고 (再考)한다  

여기까지 말한 것에서 1969-1971 년의 특별 총회에서 심화되고 우리의 회헌 

제 5 조에서 언급했던 일명 “고유한 영역들”을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유한 영역들”은 “배타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이고 

포괄적임을 뜻한다. 나아가 이러한 영역은 사도적 활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헌 제 5 조와 같이) 사제와 제자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한 바오로인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실채에 따라 결정된다. 계속되는 주제 (4.15b)는 “고유한 

영역들”에 대한 일종의 정의(定義)를 시도함과 동시에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들이나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보지 

못한 영역들을 밝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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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b  “고유한 영역들”을 재 정의하고 확장함  

 

제자 - 제자에 관한 예(例)를 제시코자 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지적될 수 있다:  

 

- 영성에 있어서:  

- 개선(改善): 일종의 기도에 대한 성체적 표징, 말없는 근면함, 긍정적 (매스 

미디어의 건설적인 사용을 촉진함)이며 부정적 (과도한 기도와 행동으로 이를 

방해함)인 개선처럼.  

- 성 요셉의 덕행을 닮는 것: 그의 과묵함, 근면함, 나자렛 가정에서의 그의 

존재의 의미, 섭리에 대한 신뢰.  

《스승 예수는 수리공이다. 이것이 그분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실수, 악습, 죄,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한다. 그분은 죄인들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바리오로 가시어 당신의 피로 씻으셨다... 제자는 세 가지 형태, 즉 자신의 삶, 

신심, 사도직을 통해 개선한다. 이렇게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으로 있는 

개선의 거대한 강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CISP, 370).  

 

 

 

《그들은 성 요셉처럼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 고된 일을 

완수한다》(CISP, 347).  

 

- 양성에 있어서:  

- 마음: 마음을 겨냥한 양성. 보다 집중적인 기도. 돈과 명예와 지위의 유혹에도 

견딜 줄 알고, 봉사하고 협력할 줄 알며, 오늘의 인간을 위해 주님의 수난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겸손한 나(自我).  

- 양성 기간에 있어: 젊은이들을 돕는 한 명의 제자의 필요성, 제자들을 위한 

고유한 양성적 공간의 필요성, 영성 생활과 사도직을 위해 따로 전문화된 양성자의 

필요성.  

 

- 사도직에 있어서:  

- 준비: 홍보 분야, 특히 (그러나 독선적이지 않은) 오늘날의 “기술” (경영)과 

“보급” (마케팅)에 있어서 전문 기술자,.  

- 협력: 사제, 평신도와 함께 오늘의 세상에 귀 기울이고 주목함.  

 

“제자는 고유한 소질, 능력,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개발하고 

심화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제자들의 성소는 어떤 점에서 사제직 지망자의 

성소보다 더 어렵다. 제자는 상상력, 시각, 청각, 전반적인 감각까지 감명을 줄 

실천적인(확실한) 신심이 필요하다” (CISP,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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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 사제에 관한 예(例)를 제시코자 함에 있어 (교회헌장 28 과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1-6, 12-19)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지적될 수 있다:  

 

- 직무에 있어서:  

- 말씀의 (직무에 있어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으로 

시대의 문제들을 조명한다. 형제들을 회개와 신앙에로 초대한다.  

- 성화의 (직무에 있어서) 성사들, 즉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5)인 성체성사. 사람들을 하느님과 그들 상호간에 화해시키는 

고해성사. 성체적 찬미를 일과 안에서 연장하는 시간경 (성무일도)을 집전함으로서.  

- 사목적인 (직무에 있어서) 형제들의 윤리적인 인도와 양성을 위해. 

“우두머리이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위해.  

 

- 성화에 있어서:  

“성사를 통해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제들은 그분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니고 있다.  

-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행하고 있는 거룩한 행동의 

힘으로” 삶의 완전함을 지향한다.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무자이며 

그분 신비의 분배자”로 인정받도록 한다.  

-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전하는 성체성사와 성사들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목적 배려와 자선을 모방함으로써 성덕을 향한 여정 안에서 선한 목자를 따르고 

닮고자 한다.  

 

- 사도직에 있어서:  

- 지속적인 적응, 사목적 보살핌, 지역 교회의 사목적 조직체들과의 효과적인 

접촉, 적합한 언어를 통한 내용의 연구와 표명 등 내용들에 관한 최대한의 주의와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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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가족으로서  

 

4.16. 바오로 가족에 대한 소속감  

 

“여러분은 다 함께 여러분의 특징을 이루는 단일성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각 수도회의 고유한 단일성에도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서 

공통적이고 폭넓은 바오로 가족 안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주어진 

카리스마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 세, 1974 년 11 월 28 일).  

 

(1960 년 4 월) 기억할만한 월 영신수련 (피정)이 있은 직후, 알베리오네 신부는 

좋은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잘 할 수는 없었다. 

숭고한 정신으로 회헌에 따른 우리 생활의 쇄신, 바오로 가족에 있어 수도회의 

쇄신, 성소 모임과 양성 프로그램, 네 파트(혹은 네 바퀴)에 대한 재검토...등이 

있었다” (SP, 1960 년 4 월-5 월; CISP, p.197). 그 모임에서 바오로 가족에 관한 

설립자의 발언은 많고 확실하였다 (UPS 를 보시오).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풍성한 

부 33-35 항에 담겨져 있다.  

 

특별총회(1969-1971 년)는 바오로 가족의 카리스마적인 독특한 조화와 성 

바오로 수도회가 지닌 보육자로서의 기능을 신중히 고찰한 바 있다. 바오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수도회의 카리스마적 기본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바오로인 

정체성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의 회헌에서 강조하고, 동시에 다른 9 개의 바오로 

수도회들의 회헌, 생활 규범, 정관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바오로 가족의 카리스마적이고 직무적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수도회간 

위원회’에서 면 히 작성한 바오로 가족의 유일한 계획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 (2001 년 3 월 19 일) - 은 가족 (수도회)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깊은 성찰을 갖게 하고, 이러한 성찰이 사명을 통해 실천적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바오로 가족의 수도회 차원에서 이룩한 가장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재발견된 친교의 교회론과 오래전에 설립된 많은 

수도회들이 부흥과 가치화를 모색 중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설립자는 

바오로 가족 안에서 교회의 모성적인 측면을 지적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강조해서 말한 것은 바오로 가족은 회원, 활동, 사도직, 사명...을 통해 교회를 

반추(反芻)한다. 유일한 원천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만을 

취(取)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과 정신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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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들이 후에 개별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공통된 정신을 살게 

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모두 같다. 즉, 영성은 언제나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안에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은 모두에게, 바오로 가족 전체에게 공통된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비추어 

볼 수 없을 만큼 비추어 보았다.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 신비적인 

그리스도”(제자 수녀회에서 한 영성코스[1963 년], 통합 계획 중에... pp. 228-229 

이탈리아어 판).  

 

 

 

우리는 이러한 면 -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언자적인 -을 더 잘 알아야 하고 

특히 잘 살아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 바오로 수도회의 

이중적인 표현과 함께 바오로 가족의 새 세대에게 있어 하나의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설립자가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적한 친교의 

모델들로서, 교회가 바라는 “홍보 속에서의 유능한 바오로인”을 우리와 전체 

바오로 가족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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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보육자(altrice)” 성 바오로 수도회  

 

설립자의 선언 속에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의 수도회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족이 일치되어야 하듯이 수도회도 일치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일치를 보장하는 것은 수도회의 맏아들인 성 바오로 

수도회에 주어진 기능으로서, 그는 영양을 주는 사람, 유모, 어머니라는 의미로서 

“보육자” (라틴어 동사 alere 에서 유래한 altrix )라고 정의하였다. “보육자”의 

기능은 이렇듯 확실하다: “성 바오로 수도회는 어머니와 같다... 활찬 열기와 빛은 

크고 미묘한 신비를 지니고 있는 여기 바오로인 사제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UPS I, 

19-20). “여기[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자신을 펼치는 정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조직, 빛을 밝혀주는 하느님 말씀....이 나왔다. [성 바오로 수도회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격려하며 지원한다: 구원과 성덕의 길을 제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행동을 

촉구하며 조정한다” (UPS I, 20; 375).  

그러므로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고 속에서 성 바오로 수도회의 보육자의 기능은 

“순수한 정신으로 설립의 취지에 따라 바오로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것이다. (G. 

알베리오네 신부가 SCRIS 에게 보낸 편지, 1956 년 3 월 1 일). 알베리오네식 비젼 

속에서는 특별히 사제와 연계되어 있다: “사제의 성무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CISP p. 180). 그래서 바오로인 사제는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에 특별한 방법으로 헌신하며 

무엇보다 정신을 양육한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성체의 스승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바오로 가족은 감실에서 탄생되었기에 거기에서 양분을 취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성화 된다” (UPS II, 10). 한편 직무상의 사제직의 수행은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지만, 성 바오로 수도회의 보육자의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실제로 “성 바오로 수도회는 사제와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함께 수도회를 

대표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 가족에게 맡겨진 사목적 활동의 방향은 

“교황의 본당” 안에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각자 자신의 성무를 통해” 

(UPS I, 375) 구체적인 자신의 과제, 개인적인 재능, 전문 분야, 가능한 능력을 

지닌 사제와 제자 형제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와 함께 설립자가 제자들에게 

“사제직에 비길 만한 (준 사제직)” 것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바오로인 사제들의 

기능에 “보충적이며 동일한 본질”이라고 후에 말하게 되는 기능을 유보해 놓았음을 

의미한다 (회헌 5). 결국, 보육자의 기능은 전체 성 바오로 수도회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다.  

 

현시적으로 해석할 때. 바오로 가족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친교의 지평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실, 

여정 중인 하느님 백성, 곧 교회와의 일치에 속한 전체 바오로 가족의 일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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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지 않고서는 보육자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하느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가 친교로 구성된 바오로 가족은 다양한 카리스마를 통해 설립자의 카리스마를 

살고 활동하는 것이다. 성 바오로 수도회는 일치, 식별, 카리스마들의 조정, 

직무상의 활력에 종사함으로써 보육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육자의 기능은 전체 바오로 가족 안에서 성 바오로 수도회의 총장에게 

맡겨진 봉사를 통해 제일 먼저 구체화 한다 (회헌 201-201.1 을 보시오). 이러한 

봉사는 각자의 카리스마와 남-여 상호성을 존중하고 활용함으로써, 각 수도회의 

다양성 속에서 바오로 가족의 일치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특별히 그(총장)에게 속해 있는 것은:  

* 바오로 가족 내 다른 수도회들의 총 통솔과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 연모임을 위해 총 통솔들을 소집하고:  

* 전체 바오로 가족의 차원과 이익에서 영적, 사도적 활력을 더함으로서 

식별하고 제안하기 위해 여자 수도회의 총 원장들을 집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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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보육자”의 기능 속에서 제자들의 기여  

 

“보육자”의 기능 속에서 제자들의 고유한 공헌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바오로 가족 안에서 성 바오로 수도회의 “보육자”의 기능에 대한 제자 형제들의 

참여는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바라는 바이다. 이는 설립자의 정신에 대해 혁신된 

재해석에 근거를 두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론과 복음화를 위한 수도자적인 

축성생활, 카리스마, 공동책임의 신학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1. 일치-친교의 직무. 제자들의 보육자의 기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 삶으로 터득되고, 훈육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으로 개입하여 밝혀진 증거를 통한 

기여;  

- 공동체적인 활력의 제공;  

- 특정 주제나 특별한 상황에 대해 바오로 가족 차원에서 만남을 조직하는 것 

등이다.  

 

2. 영적, 사도적 활력은:  

- 학교, 교리교육, 회의, 피정에 기여함으로써;  

- 자신의 생각, 성소의 선택, 특별한 사명을 통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눔으로써;  

- 기술적, 진보적, 행정적, 경영적인 분야에서 직업적인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첨가시킴으로써;  

- 각 수도회의 형제애와 자주성의 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얻을 수 있다.  

 

3. 거대한 “바오로적인 본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카리스마에 대한 활력은:  

- 정보 기술에 의해 개방된 새로운 지평 속에서 빛나고 적합한 독창성과 함께;  

-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홍보세계가 그리스도교화 되고 선교사가 되도록 

평신도들의 머리에 이를 과감하게 심어줌으로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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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의 바오로인: 진보와 양성  

 

4.19. 바오로적 성소의 긍정적인 표징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중간총회 (뉴델리, 2001 년 2 월 26 일-3 월 10 일)가 성소 사목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지침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반복하자면:  

1. 성소 사목의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적용하는 데는 예외 없이 모든 부서의 

의무로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형제에게 직접 지도를 위임하면서도, 모든 

회원들에게 공감대, 기도, 모범, 호의적인 자세로 협력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2. 성소 광고를 위해 홍보의 커다란 수단들을 더욱 대담하게 활용할 필요성. 

동시에 지역 교회 안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살아있는 증거와 바오로 가족의 일부로서 

수도회를 소개할 필요성.  

3. 성소를 소개하고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뿐 아니라, 아직 두드리지 않은 지역, 

대학, 홍보 센터, 문화계, 전문가, 이민자 (때로는 신앙 경험이 더 풍부한), 

사도적인 운동들과 보통 엄청나게 넓다고 하는 평신도 분야와 같은 새로운 

“공간”들을 향한 개방의 절박함.  

4. 자신의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 성소 사목을 다른 사목 (예를 들면 

청년사목)의 내용 속에 첨가시킬 필요성.  

 

이러한 기본 요소들에 대한 구상은 이미 충분히 강화되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취약한 다른 조건들을 첨가해 보도록 하자:  

- “성직주의자적인” 성격이나 그 밖의 다른 모든 애매모호한 것들은 확실하고 

과감하게 배제시킴으로서, 수도 생활의 선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바오로적 

성소에 대한 소개를 확실하고 완벽하게 한다.  

- 지속적인 양성의 차원에서 성소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  

- 사제와 마찬가지로 제자도 성소 사목에 포함시킨다. 생생한 증거는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논증이 될 것이다.  

- 종합적인 교육의 필요성. 성소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인간이다.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나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 알베리오네 신부도 반론하지 않았던 - 지망자들에게서는 성소에 

대한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기를 바랬다. 그리고 너무 평범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는데, 그것은 단지 수도 생활의 선택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우리의 경우, 

바오로적 수도 생활을 통한 선택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긍정적인 조짐들 중에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은 지망자의 윤리적, 지적, 신체적, 심리적 자질과 함께 일치와 사교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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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의 감수성과 사고방식에 합당한 공통적인 것들과 성 

바오로 수도회 내에서 사제직이나 평수사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려는 다른 특별한 

조짐을 구분하면서 긍정적인 조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 관한 가장 풍부한 기록은 성 바오로誌 (CISP 를 보시오)와 1960 년 

4 월의 월 수련 설명서 (UPS 와 1954 년 ‘바오로 가족에게’를 보시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 UPS 속에 있는 첫 주간의 V 와 VII 설명서가 특별한 의미를 띠기도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바오로적 성소의 긍정적인 조짐으로 요구했던 점을 검토해 

보건데, 거기에는 사회에 닥친 많은 변화들이 참작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오늘날 바오로적 성소의 선택과 거기에 필요한 부차적인 기준들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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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통합성과 구체성: 양성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성격들  

 

바오로인의 양성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여야 한다. 설립자는 이를 “일관성”, 

“완전성”이라고도 부르고 종합적인 삶, “총괄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참된 “바오로인의 인격”은 “새로운 인격”, “격양된 인격”을 

구축함으로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통합”, “균형 잡히고 완전한 성덕”을 통해 

“맡은 의무 속에서 그(바오로인) 자신도 길, 진리,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UPS II, 191-192 를 보시오). 

 

“삶의 통합”, “삶의 일관성”, “통합성”, “전인성(全人性)” 은 - 바오로 가족의 언어 

스타일 속에서 - 다 같은 개념으로, 각자의 카리스마에 따라 바오로인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특별 총회(1969-1971)에서 수도회는 바오로인 정체성의 기본 요소로서 

설립자로부터 물려받은 통합성 혹은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연구과제로 

받아들였다. 총회 문서에서 강조하기를: “통합성은 바오로인 정신의 정점으로, 

그리스도의 전인성 (全人性)(완전함)에 그 중심을 둔다” (381 항). 이러한 주장에 

따라 모든 양성 과정에 있어 특별한 교육학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몇 가지 

실질적인 기준들을 제안해 보면:  

 

1. 통합성은 바오로인의 양성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성격이 되기에, 이것을 

목적으로서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바오로인의 성장의 모든 여정에 있어 

방법론적인 출발점, 기준점으로 취해야 한다. 실제로 양성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 등, 인성적인 모든 면과 영성, 면학, 정신, 사도직의 

실천, 형제애 등, 삶의 모든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모든 양성 과정과 바오로인 생활의 여러 표현들이 소명으로 지향 되어 있기에 

(회헌 66 을 보시오), 통합성의 증진은 양성자들과 사도적 활동의 책임자들 간의 

지속적인 업무상의 대화를 요구한다.   

3. 통합성의 원칙은 양성 지도자들과 사도적 활동 책임자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조화처럼, 양성 단계와 모든 부서의 사도적 계획의 방침 속에서 분명하게 

귀착되어야 한다.  

4. 모든 바오로인들에게 통합성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양성자들과 

고무자들은 지나치게 집중적이거나 편파적이며 이탈적, 불균형적, 왜곡적 혹은 

고정적인 행동을 피함으로서 필요한 검증과 지도를 통해 전체성 혹은 완전성, 

조직적 일치, 조화, 균형과 건강한 활력의 증진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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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적인 임무로 간주되기도 했던 양성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공동체들이 모두 양성의 현장이 될 것이다.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양성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 장상들과 양성 총 책임자들의 가장 신중한 의무들 중 하나이다.  

 

통합성의 완전도와 균형의 고유한 평가들은 바오로인의 양성을 전문화하는데 

있어 명확한 의미와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성에 관한 폭넓은 성찰은 부록을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