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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목자 모임’에 감사하면서 

- 성탄절과 신년 인사를 대신해서 – 

 

사이타마 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의 사목자 모임은 12월2일의 파견미사로 끝을 맺었고,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

다. 파견 미사 때 한 설교를 떠올리면서, 성탄절과 신년 인사를 포함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파견 미사 제 1독서는 이사야서 11장이었습니다. 그 날이 오면,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다.”(이사야11,9) 라는 구절에 마음이 강하게 끌립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이의 그루터기로부터 새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자라는 어린 가지 

위에 주님이 영이 머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1-2참조) 주님의 영이란 ‘지혜와 

식별의 영 / 사고와 용기의 영 / 주님을 알며 / 두려워하고 / 공경하는 영입니다. (이사야11,2-

3참조) (이를 테면, 이 일곱 가지 주님의 영의 은사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일곱 개의 

은사와 같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머지않아 언젠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가 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땅이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

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

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이사야11,6-9)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 하지만, 그 때가 오면은 모든 것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며, 도움

을 주고 받고, 친교를 나누며, 서로 살리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는 위대한 조화와 평화가 실현됩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복음의 기쁨]은 자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

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

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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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

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

지께서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루카10,21-22)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에 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기쁨’, ‘아버지에게 사

랑 받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자비와 사

랑을 아는 기쁨은 성령에 의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

니다. 약한 나,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 자비와 사

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 부디 신앙으로 확실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보다 신앙 깊은 자 되게 하

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것이 저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들의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조롱을 받는듯한 현실이 오늘의 세계에 존재합니

다. 불모, 절망, 어두움 속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등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느님의 힘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을 쳐 이기시고,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과 힘을 주시고 계

십니다. 그 날이 오면,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곧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것이고,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의 축일(신정)을 맞이하게 됩니

다. 성령에 의한 기쁨의 날, 하느님의 자비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이타마 교구민 여러분, 부디 은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5

년은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끼(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

을 아는 은혜’가 세계에 넘쳐흘러, 핵무기 없는 세계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이를 위해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곤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

며,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12월3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사제 축일 

사이타마 교구 관리자 베드로 오까다 다께오(岡田武夫) 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