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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상연합회(UISG)와 장상연합회(USG)의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 

위원회와 수도회 JPIC 촉진자들에 의해 진전된 『예언적 수도생활을 위한 양성 여

정』(A Formation Itinerary for a Prophetic Religious Life) 출판에 기여하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여정(Itinerary)은 지난 2006년 10월에 있은 교황청 

정의, 평화 위원회의 주도적 결과로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은 남녀 수도자들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 이슈 중 하나는 양성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사회교리에 관한 양성입니다. 나는 이 유용한 도구가 이미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해온 남녀 수도자들이, 사회 현실의 복음 선포자요, 신앙교육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줄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기를 받음으로써, 자

신의 고유한 은사가 사회교리1)의 동일한 예언적 표징이라는 인식에 위안을 받게 될 

것이며, 촉진제가 됨으로써, 이 책에 담겨진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06년 회의에서 부상된 또 다른 이슈는 세계 변화(Cf. n.10)와 사회현장을 위

한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로서, 『양성 여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성에 관한 것입

니다. 덧붙이자면, 베네딕도 16세의 사회 회칙 『진리안의 사랑』은 여러 장에 걸쳐, 

예수그리스도와 그분 영의 일치로 인한 결실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한 사랑에서 진정한 진보가 일어난다는『진리안의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선

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Cf. CIV, n.79). 종합적으로, 교황은 세계화와 연결된 사회문

제들과 인류의 진보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수용할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보

다 더 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다. 누가 수

도자들 보다 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삶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겠으며, 자신

의 실존을 하느님 안에 두고, 그 중심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의식하겠습니까? 나는 

이 양성 여정의 대열에 선 모든 남녀 수도자들이 잘 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분들이 비록 아직은 민족들의 발전과 정의, 평화를 위해 힘겨운 임무를 떠맡았을지라

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굳건한 사랑에 의해 지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은 우리가 보편적 선의 사랑을 위해 투쟁하고 겪어낼 만한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고, 최고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CIV, n.78).〕

   교황청 정의․ 평화 위원회 의장                      

피터 코두 아플래 추기경. 턱슨

1)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n.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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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생생한 희망으로 『예언적 수도생활을 위한 양성 여정』이라는 표제를 

단 이 작은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길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작은 길로 들어

섰다는 것에서 이미 한 여정이 시작 되었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이 반영 되

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소책자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주도로 여겨지는 몇몇 

역사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반성의 결실입니다:

- 관상에 뿌리를 내리고, 희망으로 인도된 시대의 표징에 집중하는 강생의 영

성을 양성함으로써 세상의 도전에 응답해 나가야 할 중요성에 관한 수도회 JPIC 촉

진자들의 의식 성장;

- 봉헌생활의 예언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한 수도생활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인류를 위한 고난」이 던진 강한 자극과 또한 서약이 

불의의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착한 사마리아인 봉헌생활”로 향한 

회개의 과정의 결과로서 수도자의 서약;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삼천년기를 향한 가장 최근의 문헌에 이르기까

지 봉헌생활에 관한 교회의 풍부한 가르침에 관한 진보적인 수용;

-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협력과 적극적 희망으로서 선교에 대

한 자각을 강화시키는 『교회의 사회교리 제요(CSDC)』 출판;

- 그리고 특별히 교황청 정의, 평화 위원회,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성

(CICLSAL), 그리고 수도생활과 사회교리와의 관계에 관한 수도회 JPIC 촉진자들과 

연계하여 계획된 세미나

2006년 하반기에, 우리가 현재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고 숙고할 

목적으로 다양한 수도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형성 되었습니다. 이들 지침서

는 일찍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일하는 수도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재검토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목적은 지속적 양성으로 시작하는 수도생활 양성과정의 모

든 단계에 교회의 사회교리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신비와 예언적 삶의 방식으로서, 하느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알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도록 불리운 오늘의 수도자들의 존

재적 자각을 반영합니다.

이는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치(참조. 일반목표, 49항)를 진작시킴으로써 주

어지는 응답과, 사회현실의 도전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기 위해 「교회의 

사회 교리」(SDC)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동화를 요구하는 실천을 수반합니다.

사회교리는 “인류의 총체적 연대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행동 지침들과 

판단 기준, 성찰의 원리들”(CSDC, n.7)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교리는 모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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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로, 사회적 도덕에 관한 교육을 돕고, 사람들

이 희망과 신뢰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선택과 행동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고무시키는 방법으로서 사목적 식별과 윤리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Cf. CSDC, n.10, 

n.2)

양성 여정은 상호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분야로 접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 여정」의 신학적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

데: (a) 첫째, 「양성여정」의 원천을 제공하는 방법론적 성격으로서 일반적 방향과, 

(b) 두 번째는 각 단계의 특정 목표들, 내용과 체험들이라는 의미에서 매 단계의 설

명들입니다. 이들 세 가지 양상은 단지 지적인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의 성장과 세대 간의 과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양성단계는 각 수도회 은사에 따른 변화와 궁극적인 통합에 대한 개방뿐 아니

라, 수도자로서 개인의 삶을 통하여 양성의 각 시기를 동반하는 단계성을 나타냅니

다.

 마침내, 한 수도자가 수도생활의 양성과정 안으로 사회교리를 적절하고 진지하

게 통합하고자 한다면, 성서적이고 예언적이며, 비폭력과 화해로 점철된 연민과 자비

로 특징화된 이 모든 양상을 지닌 JPIC의 영성적 요소들을 얻는 것이 수월해질 것임

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결과적으로 자

신의 고유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나자렛 예수의 그것처럼 선택적 삶의 양식을 받아

들이는데 기초가 되는 삶의 태도를 식별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작은 책자는 봉헌생활을 통해 예수를 더 가까이 따르도록 불리운 사람들의 

양성 과정의 다양한 단계 안에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통합하는 수고를 도울 것입니

다.

Rome, April 2010

The Co-presidents of JPIC Commission, USG/UISG:

Soledad Galeron, RMI Antonio M.Pernia, SVD

General Superior General Superior

Claretian Missionary Sisters Society of the Divin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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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도전

1. 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 때문에 봉헌생활이 마주치는 도전 

중에서 양성은 최우선적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뿐

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사실이다. 실제로, 수도회의 생명력은 회원들이 역사적 주님의 초대를 자신들 안에서 

발견하고 시대의 표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2. 가장 최근에 이 주제를 다루는 교회 문헌들, 특별히 사도적 권고인 『봉헌

생활』 (Consecrated Life 혹은 CL)은 다음을 강조한다. 『봉헌생활』에서 양성은 

수도자 개인들이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회개해 가는 것이며, 동

시에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발견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로서 

“역동적인 과정으로 소개된다. 수도생활의 가치가 사회로부터 점점 더 무시되어 갈 

때, 양성 계획은 이중적으로 중요해 진다. 그 결과로, 봉헌자들은 자신의 현존을 외

면하는 세상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데 지속적이어야 할 뿐 아니

라, 또한 자신들의 은사적 증거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자신의 현존을 알리

는 데 효과적이 되게 할 것이다.”2) 

3. 오늘 날 봉헌자들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름을 특징으로 하는 본질적 요

소 외에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위치한 자신들을 의미 있게 하는 선택적이고, 예언자

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부르심과 카리스마적 정체

성은 역동적이어야 하며, 항상 곁에 계시는 하느님의 확실한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

해 제거 되어야 하거나 혹은 바꾸어야하는 수도생활의 양상들을 의문시하거나 탐색

하도록 함으로써 본질적인 도전들을 함께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시대에 적합해야 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수도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갖춰져야 한다.

사회적 가르침(STC)을 위한 적합한 상황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하느님 백성 안에서 정의를 향한 열정, 비폭력적 

평화에 대한 갈망, 창조보존을 위한 관심들이 복음을 따르는 삶의 본질이라는 자각이 

2)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Vita Consecrata, n.68. Cf. also nn.8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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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세상의 변화에 함께 동참해서 정의, 평화와 창조보존을 이루고자 하는 

선의의 행위야말로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본질적 차원이라는 것

이 일관된 신념이다.3)

5. 요한바오로 2세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자극을 가한 것은, 그가 세 권의 

사회 교리4)를 발표해서 라기 보다 오히려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중

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5) 그는 자신의 교

황 재임 동안 『사제들의 양성을 위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와 교육 방

향』6)을 출간 하였다. 또한 정의, 평화를 위해 2004년에 출판된 『교회의 사회적 가

르침에 관한 제요』의 저술을 교황청에 위임하였다.7) 

6. 남녀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인류와 세계,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복음

적 비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로, 특별히 복잡한 상황 한복판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

행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수도자가 사람들과 교회와의 상호일치를 유지하는 것 외

에, 인류의 유익에 좀 더 민감한 복음적 서약이 되게 하는 숙고와 조사, 행동을 위한 

기준을 요구한다. 수많은 수도 가족들의 현행 규범적 문헌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하느

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헌의 통합적 차원으로서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에로의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가르침과 봉헌생활 세미나의 계속

양성 계획

7. 교회의 동시대적 상황 안에서 헌신적인 남녀 수도자들의 양성에 관한 도전

은 수도생활 양성 계획에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확신과 “봉헌생활, 양성계획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8)을 세미나로 지속할 것에 대한 제안은 수도회에서 초기양성과 지속적 양성

3) At the Synod of Bishops in 1971 it was said: "The mission of the church implies the defense and 

promotion of the dignity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person"(Justice in the world(n.5, 

II,1)

4) Cf. Laborem exercens(1981), Sollicitudo rei socialis(1987)y Centesimus annus(1991).

5) Cf. Centesimus annus, n.54.

6)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Orientations for the study and teaching of Catholic Social 
Teaching in the formation of priests, Rome, December 30, 1988.

7)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have also been very relevant in the Pontificate of John 

Paul II in Papal discussions at the world congresses and in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of the 

ONU making the voice of the church heard in the highest levels today.

8) The Seminar promoted jointly by the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the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and International Justice, pi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Promoter's(JPIC), took place en Rome, October 12/13, 2006. The content of the 

event was published in a three language edition(Italian, Spanish and English): AA.VV., Vita 

Consacrata e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Percorsi di formazione, EMI, Bologna 2007(VC-D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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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통합을 위해 몇몇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강조할 필요성에

서 기인하였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한 제요』(CSDC)9)가 출판되고 오래지 않아 계획

된 세미나는 오늘의 세상에서, 연대에 뿌리를 둔 총체적 인류애를 진작시키도록 서약

에 쇄신적 자극을 가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것은 평신도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특성을 

부여하는 상호 보완적 성소와 다양한 은사를 지닌 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도 부과 

되는 도전이다. 세미나는 특정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DC)과 봉헌생활(CL)

의 깊은 관계를 일치시키는 특권적 장소가 되었다. 

8. 오늘 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설립자 카리스마에 충실한 남녀 수도자들

은 정의 ․ 평화 ․ 창조보존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사랑의 문명

을 건설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임무는 사회 현실의 

복음적 식별, 불의한 시스템과 구조의 분별,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개의 문

제들이 지니는 근원적 원인의 해답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봉헌자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동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체

험한다. 그들은 새로 발간된 『제요』(CSDC)가 사회 현실에 가장 탁월한 교회의 사

회적 가르침의 신학, 철학, 윤리, 문화, 사목적 관점들로 자신들을 더 깊이 들어가도

록 하게 하는 긴급성을 감지한다. 이 새로운 『제요』는 복음과 사람들이 자신의 역

사적 여정을 통해 만나는 문제들 간에 유익한 대면을 분별하도록 돕는다.10) 

게다가, 사람들은 남녀 수도자들이 점점 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DC)의 전달

이 참된 사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이 시대의 현실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데에 적절한 선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복음적 사명11)에 근거한 원칙, 판단기준, 행동 가이드라인을 익힐 때만이 가

능하다.

가지 우선적 선택: 영성과 양성

9. 이러한 인식으로, 세미나는 결론부분에서 봉헌생활(CL)에 맡겨진 새로운 복

음화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우선적 선택을 확인하였다: 영성과 양성

10.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남녀 수도

9) Cf.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10) Cf. Ibid., n.8.

11) Cf. Ibid.,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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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 사도직은 전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자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류의 충만을 향한 

하느님의 표지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은 사회, 경제, 정

치적 구조에 의해 도구화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세상 안에서 

자신의 활동 변화는 항상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질 것입니다’(1코린7,31)라고 한 이

래로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사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 한다.”12)

11.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 『제요』(CSDC)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사회교리의 조명하에 적합한 양성을 준비함으로써 수도생활(CL) 양성 여정에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540항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의미 있다: “남녀 수도자들이 온전히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음은 교회의 사회적 교

리의 웅변적이고 예언적인 표지로서 모든 사람의 관상기도에 제공된다. 수도자들은 

세상과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비적 사랑에 대한 봉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김으

로써 사회교리가 일으키고자 하는 새로운 인류의 특성 중 생생한 일부를 예견하고 

보여준다. 

문헌

12. 이러한 제안을 따라, 문헌이 쇄신적 역동성의 전달자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본 문헌은 양성계획의 전 단계에 사회교리의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수도회들을 

위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13. 제1부에서, 우리는 이 제안을 제공하는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수는 

당신 교회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할 사명을 주셨다. 이 

위임은 사회 복음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하느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과 문화적 생활에 

현실이 될 수 있다. 사회교리(SDC)는 신앙적 전망으로부터 실재를 재해석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하며, 복음화를 위해 없어서 안 될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화의 

새로운 경계에 직면하라고 불리운 봉헌생활(CL)은 교회의 사회적 교도권의 새로운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와 동화해 나가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지닌다.

14. 제2부에서는 대부분 예언직과 생태, 토착화, 강생의 영성적 조명이 행동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양성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

적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다룸으로써 제안, 범위, 선택과 기준을 제공하였다.

12) Cf. Ibid.,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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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회들이 자신의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적

용시켜, 재 작업할 수 있는 사회교리(SDC) 양성 여정의 다양한 단계마다 목표, 내용, 

체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15. 이 제안의 중심 의도는 활동을 기초로 한 양성에서 태도의 성장과정을 동

반하고 촉진하는 양성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1부

신학적 토대13)

하느님의 계획

16.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JPIC는 하느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신의 

원천을 두며, 발전해 왔다. 구원사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이자 꿈은 형제적이

고 버팀목이 되는 백성으로서 새롭고 탁월하며, 거기서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을 충만

히 살아간다. 그것은 하느님과 닮은 모상으로서 창조된 각 사람의 존엄을 인식하는 

계획이다; 그곳에서 모두는 하느님과, 사람들, 그리고 전 피조물이 함께 생명의 일치

를 나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민족 간, 문화 간 혹은 종교 간의 경계가 없다; 또한 

이곳에서 모두는 같은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로서, 그리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긴

다.

하느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 새로운 인류

의 시작이요, 하느님의 아들인 나자렛 예수는 이 하느님의 계획을 하느님 나라로 선

포하셨다. 하느님의 영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고,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키며, 은총의 해를 선포하라고 파견하셨다(루카4,16-18;참조. 

이사61,1-2). 예수는 당신 말씀과 해방운동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하느님 나라를 일으키셨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하느님을 행동하도록 영감을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13) For this theological foundation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irst chapter of th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Cf.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5,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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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느님은 특별히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는 아버지이

며, 하느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소외시키는 구

조들(정치, 경제, 사회)과 모든 법, 규정 그리고 전통에 반대하는 하느님이시다. 예수

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하느님의 계획에 역행했

던 모든 것을 거부했으며, 비난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마

음이 깨끗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라고 가르치셨다. 

각 사람들을 위한 사랑, 정의, 존중과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염려와 동등성, 

해방, 나눔, 연대, 용서, 화해와 평화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이다.

사명

17. 구원역사(창조, 탈출, 계약, 예언자들, 나자렛 예수)에 계시된 것처럼, 태초

부터 하느님은 세상이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당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

념하셨다.14) 이것이 첫째 자리에 위치한 하느님의 사명이며, 따라서 마땅히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계획은 “앞으로 올 도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사목

헌장(GS 43)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여기에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믿

음으로써, 매일 일상생활의 시간성을 태만히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문에 미래를 바

라보는 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15) “새 땅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키거

나 둔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용기를 불어넣는다.”16)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하느님과 함께 협

력하는 것이다.17) 교회의 내적 성격은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느님 말씀(케리

그마-순교)을 선포하고, 성사(전례)를 거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

지 양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적으로 함께 행해진다. 교회의 경우, ‘사랑의 행위’

는 다른 이들에게 떠맡기는 사회적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본성

에 속하는 행위이며, 교회의 자기표현의 본질적 요소이다.18) 

18. 교회의 사명은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죄로서 파괴된(폭력, 불의, 전쟁, 기아, 

파괴, 인권모독, 소외, 생태적 위기...) 하느님의 계획이 이 땅에 현실이 되도록 복구

하는 것이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회개는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14) Cf. Jn 10,10.

15) Cf. GS, n.43.

16) Cf. Gaudium et Spes, n.43.

17) Cf. Lumen Gentium, n.36

18) BENEDICT XVI, Deus caritas est, 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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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는 “사회적 수준에서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는 어떤 진정한 내면적 회개

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20)

JPIC

19. 우리는 1971년 주교 시노드로 부터 위에서 확언해 온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은 복음적 메

시지의 본질적 요소들이다. “복음화의 임무는 이 세상에 정의, 해방, 그리고 평화 증

진과 관련해서, 이 시대를 흔들어대는, 이처럼 절박한 일련의 질문들을 잊을 수 있다

거나, 잊고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면, 그것은 빈곤한 사람들과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복음적 교리를 무시하는 처사

다.”21) 

오늘 날 “복음화와 인간증진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인간학적인 연결고리인데, 이유는 사람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

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지닌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계획

에서 창조계획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구 되어야 할 정의를 위해 직면

해야만 하는 불의의 구체적인 상황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신학적 연결 또한 있어야 

한다. 이들 연결고리들은 연민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탁월하게 복음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성장을 도모함이 없이 어떻게 새

로운 계명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22) 종교적 실천과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연관 사이

의 분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오류들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23) 

복음화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TC)

20. 교회와 수도생활은 자신들의 사회적 차원에서 관대한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복음적 임무로서 사회사목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스

19) Cf. sollicitudo Rei Socialis, n.35.

20) COLOM E., Consecrated Life and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urch; The theologic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of a relations ship, in AA.VV., Consecrated Life and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urch, 
Formation course, EMI, Bologna 2007,p.182.

21) PAUL. VI, The opening discourse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27th of 

September 1974. The text translated from Italian reads: "That is, it(is) does not mean that 

evangelization can or should ignore the importance of today's problems, so much in discusion, 

regarding justice, liberation, development and peace in for the suffering and needy 

neighbour(Matt.25,31-46), mentioned in (the) apostolic teachings(cf.1 Jn. 4,14-28)“ and can be seen 

in: http://www.vatican.va/holy_p-vi_ _19740927_allocuzione-iniziale_it.html

22) Evangelii Nuntiandi, n.32.

23) Cf. Gaudium et Spes,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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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공헌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다.24) 이

는 사회사목을 위한 특별 양성에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사목은 성경과 교회전통, 신학

과 인간학에 따른 특권적 원천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도움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올바른 원칙으로 다양한 의제들을 조명함

으로써 점점 더 세상과의 대화와 사목적 방향,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복음화 과정

을 지원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25)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제공을 배제한 독자적 사회사목은  초점에서 벗어난 

선교 수행이며, 즉흥적이고 피상성에 노출된 교회 응답이다. 더구나 사회적 가르침은 

사회사목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6) 그러므로, “사회적 가르침은 교회의 복음화 직무의 총체적 분야이다.”27)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TC)

21. 우리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녀 수도자들의 체험과 

증거는 교회의 복음적 기준과 사목적 가이드라인에 부응하는 해결을 모색하는 데 적

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카리스마에 의해 수도 사명을 특징짓는 수많은 형

태의 활동과 소임은 사실상 교회가 세상 안에서 수행해 나가는 복음화 사명과 인류 

증진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28)

22.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20,28) 하신 하느

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적어도 수도자들은 그들 역사의 탁월한 시기에, 말

하자면,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발을 씻어줌’이라

는 특징을 살아왔다. 수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하여, 사람들

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더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힘을 부여받고, 수도생활을 손상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으로써 강해져 간다.”29) 

“용서와 화해, 사랑의 역동성으로 수도자는 사람들의 발전과 생명을 위해 더 

나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0)

24) Cf.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528.

25)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Orientations for the priests, n.1.

26) TOSO M., Social doctrine today. Evangelization, catechetic and pastoral work in the most recent 
Magisterial of the Church, SEI, Torino 1996, p.112.

27) Cf.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66;cf. Evangelii Nuntiandi, nn.29-31; 
Centesimus annus, n.54.

28) Cf. Religious and human promotion, n.5; Perfectae Caritatis, n.1; Lumen Gentium, n.46.

29) Consecrated Life, n.75.

30)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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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도자들의 JPIC에 대한 헌신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네 가지 

훌륭한 충실성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인류와 우리 시대를 위한 충실성

②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충실성

③ 교회와 세상 속에서 교회 사명에 대한 충실성

④ 수도생활과 수도회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

24. 봉헌된 자들은 인류를 위하는 하느님의 계획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위해 예언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지녀야 하며, 성령의 도

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식별의 의미를 통해 시대의 도전에 깨어있어야 하고, 깊은 신학

적 감각으로 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시대

의 사건 속에 적극적이고 결실 있는 참여로써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라는 그분 

부르심은 종종 숨겨져 있다. 

공의회에서 말한 바처럼, 시대의 표징에 대한 식별은 복음의 조명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하느님 섭리의 깊은 감각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성령의 내면적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는 오늘의 세계가 지닌 

새로운 문제들을 새롭게 응답해 나가도록 수도생활로 불리움 받는다.”31)

25. “이는 곧 각 수도회가 그 은사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단순

하고 검소한 생활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살아있는 증거로 강화된 

봉헌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생활과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 이념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무수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거슬러 자행되는 불의를 고발하

며,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 안에서 정의를 촉진하는 데 투신할 수 있다.”32)

26. 이것은 복음화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봉사의 존재 문제이다. 즉 가난한 사

람들, 노령인구, 마약중독자, 에이즈 환자, 이주민들, 정치적 수형자들; 성별, 연령, 

성적취향, 인종, 문화, 혹은 종교적으로 차별 당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개인적 상황으

로 인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존재의 문제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 외에도, 『봉헌생활』과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출발』

과 같은 문헌은 교회와 수도생활에 도전하는 또 다른 시대의 표징들과 정확한 식별

력, 신앙과 문화 간의 대화33)와 인간적 응답, 생태적이고 상호종교적인 대화34), 잉

31) Vita Consecrata, n.73; cf.n.81; Evangelii Nutiandi, n.15.

32) Vita Consecrata, n.82.

33)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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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소멸에 이르는 생의 봉사35), 생태적 균형과 인간 권리36)에 관해 언급

한다.

27. 이러한 현장에서 오는 도전과 예언적 현존에 부응하는 식별은 복잡한 현 

세상에 몰두해 있는 수도자들에게 성찰을 위한 원리, 판단 기준, 그리고 행동을 위한 

지침들로서의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른 각별한 양성이 요청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37)   

28.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남녀 수도자의 양성 과정에 제공할 수 있는 도움

은 다음의 일곱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38) 

① 이 시대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② 오늘의 세상과의 대화

③ 식별

④ 인류의 문화와 삶 속으로 투신

⑤ 사회 사목적 활동

⑥ 복음화

⑦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위한 실천

이 가르침은 개인적 수준이든 수도회 차원이든 동시에 꼭 같이 질문되고, 향상

되 나가야 한다. 사회적 행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총체적 존재 영역이다.39) 

윤리적이고 사회적 덕목의 양성과 사회 안에서 이들의 전파는 남녀 수도자들에게 새

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인류의 창조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풍요롭게 할 것이

다.40)

2부

양성 프로그램  계획

1. 일반적 방향(일반적 지침)

34) Cf. Consecrated Life, 100-102;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40.

35)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38.

23) Cf. Ibid., n.45.

37) Cf.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n.7.

38) Cf. RODRIGUEZ TRIVES F., The formation and teaching of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urch in the 
seminaries: CORINTIOS XIII 87 (1998) 149-153.

39) Cf. Evangelii Nutiandi, n.29.

40) Cf. Vita Consecrata, n.85; Gaudium et Spes,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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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참조와 더불어, 게다가 

최근에까지, 봉헌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들은 남녀 수도자들의 통합적 양성을 위해 한

결같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문헌들은 공동체 쇄신과 세상에서의 예언적 사명이 이 양

성에 달려있음을 단언한다.

이 문헌의 첫 째 장에서 소개한 원리에 따르면, 봉헌자들의 사목적 활동과 정

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치들을 위한 헌신은 복음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교회

의 사회적 가르침의 살아있는 체험과 점진적인 동화를 요청한다.41) 양성 영역에 좀 

더 체계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준비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봉헌생활을 위한 양성과정

에 사회교리를 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이 시대에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42) 이 

프로그램은 각 수도회 양성 방법의 일부를 이루며 수도회 모든 구성원들에게로 향해

진다.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와 국면들을 동반한다.43)

(Presuppositions)

30. 전제는 프로그램 기초에 놓인 토대이다. 이들은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과정이 겸비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경우 전제

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 양성 시기부터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 각 수도회 카리스

마에 충실할 것, 이 프로그램의 실천 여부는 공동체에 달려있다는 것. 

31. 양성의 시작. 생애 프로그램으로서의 양성은 그리스도와의 일치

를 향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명이 수행되는 시대와 

다양한 상황을 통해 하느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에 대한 영의 식별이다.44)

아무튼, 양성은 초기 단계의 계획에 한정되지 않는다.45) 이는 서약을 위한 교

육시기의 준비뿐만 아니라 같은 봉헌생활을 재검토하는 신학적 방법을 제공한다. 수

도생활은 “성령을 통하여 외아들의 마음으로 심장을 관통하는 아버지의 활동에 참여

하는 것”46)이기 때문에, 그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41) Cf.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CIVCSVA), Orientations on 
formation in religious institutes, Vatican City1990, nn.1-3; cf. likewise: Consecrated Life, nn. 65-71.

42) Cf. Compendium of Catholic Social Doctrine, 2, nn. 66-67.

43)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 18; ALFORD Helen, Justice and Peace in religious formation, in 

VC-DSI, pp. 220-225.

44) Cf. SACRED CONGREGATION FOR RELIGIOUS AND SECULAR INSTITUTES, Essential Elements of Catholic Social Doctrine 
on religious life directed to Institutes dedicated to Apostolic Works, Vatican City 1983, n. 44. 

45) Cf. Vita Consecrata, n. 69.

46)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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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양성의 일환으로 전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경향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느님이 매일 도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모든 연령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배워나가길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47) 

32.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 예수를 따름은 각 수도회 설립자의 카리

스마 체험의 특성에 따른 여정이다.48) 그러므로 양성적 체험은 자신의 생활 규칙 혹

은 회헌과 수도회 영적 유산과 일치된 관계를 요구한다.49) 따라서 오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표징에 응답하는 것으로 창조적 충실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50)

정체성, 사명, 맥락과 같은 모든 요소들은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와 하느님 

말씀의 조명하에 사회교리의 핵심적인 동화를 위한 구별되는 단계들로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론을 확정한다. 

33. 공동체. 절대 필요한 전제는 대체로 개별 회원과 전회원이 함께 과정을 동

반하고 활력을 주는 것이 공동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51) 생활과 사명이 공유되고 

건설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개인적 성장의 장은 하느님 나라의 봉사계획과 목표가 한 

곳에 모여서 현실을 이루기 위한 일치의 체험을 허락 한다.52)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상황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다양한 연령, 언어와 문화를 

지닌 형제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수도 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치와 항상 적극적인 대화의 표지로 드러난다.53) 이들 공동체는 사랑이 삶의 이

치로, 연민과 자비의 원천으로 바뀌는 희망과 용서의 장이 된다.54)

(Dimensions)

34. 양성 과정의 본질적인 면을 구성하는 차원들에는 식별, 경험, 상호적 동반

이 있다. 

35. 식별. 현실에 대한 신뢰할만한 해석은55) 삶의 태도로서 식별을 도입할 것

47) Cf. Essential Elements, n. 44. 

48) Cf. Ibid., n. 46; Cf. CIVCSVA,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es for formation, Vatican City 1998, n. 

7:1-3. 

49)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 16.

50) Cf. Vita Consecrata, nn. 36-37.

51) Cf. Ibid., n. 67.

52) Cf. Essential Elements, nn. 19, 47.

53)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n. 26-28.

54) Cf. Vita Consecrata, 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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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첫째, 식별은 영의 선물이며, 이를 통해 성령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신다는 것과 충실히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확신이 존

재한다. 그것은 예수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그리고 사건과 매일의 삶

과 사람들 안에 계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삶과 사명을 위해 선택해 나감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과정

이다.56)

36. . 체험은 한 사람이 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형성

해 나가는 데에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체험을 통해서 가치

들은 몸에 흡수되고, 태도와 삶의 양식은 견고해진다. 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지식과 

사랑, 이론과 실천이 통합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체험 자체가 자동적으로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

험의 본질적 요소들이 인간학적 전망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a. 현실과 실존적인 접촉 : 첫 번째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아야 한다. 

참된 체험은 단지 어떤 것을 듣기만 하거나, 혹은 독서나 연구 결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b. 집중과 전체성 :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통합해야 한다: 지성, 정서, 활동

c. 반성과 해석 : 살아있는 체험을 심화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해석과, 실존적

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d. 표현과 객관성 : 살아있는 체험을 다양한 언어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표현

은 단지 타인과 경험을 소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히 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중재로서도 그러 하다.

e. 동반 : 다음 항목에 기술한 것처럼,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모든 

단계를 동반해야 한다.

f. 변화 : 체험이 깊어지고 진정한 것이 되도록 평가하는 것은 인격과 태도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57)

55) Discerning reality requires three moments: objective analysis of the situation to discover the 

causes, aided by social sciences; clarification of the fact in the light of the Gospel and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and with these elements an opt for concrete actions to collaborat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ccording the God’'s plan. This method follows the steps of “"see, judge 

and act”".

56) Cf. Vita Consecrata, nn 69, 66;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14.

57) Cf. ALBERICH E., Catechesi e prassi ecclesiale, LDC, Leumann (TO)1982,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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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의 다양한 단계들로 표시될 것이다. 활동을 이끄는 확고한 기

준에 따라, 모든 본질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단계들이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은 중요하다.

37. . 양성 프로그램은 각 단계의 목표에 관심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상

호 인간관계의 건설을 요청한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환기시키고, 통합

을 이끌어내는 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각 사람은 상호작용으로 상대를 위해 공동책

임을 지며,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목표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꾸준

히 주고받으며, 상호 협력하도록 도전받고 있음을 느낀다.58) 

 

이러한 상호동반은 공동체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위기와 갈등의 

순간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세상의 문제들에 민감하며, 폭력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사

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열린 정신을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전통적 통신매체나 

새로운 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의해 조작된 정보와 직면해서 비판적 판단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정의 다양한 단계들을 조정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양성장

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회교리가 제안하는59) 가치의 동화와 개인적 헌신에 

방향을 제시하는 자신의 중재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

38. 오늘 날 봉헌생활은 여정(프로그램)을 끌어가는데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 한다: 강생의 영성,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로 들어

가기, 평화와 창조보전의 길로서 대화와 화해.

39. 강생영성. 각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밀접하게 따르는 

것은 현실을 하느님과의 만남과 현존의 장소로서 이해하는 살아있는 강생 영성을 수

반한다. 강생 영성은 실제 삶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각 사람의 얼굴에서, 특히 

더 많이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60) 당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관상적 태도

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영성은 이분법이나 환원주의61)를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와 

매일의 일상은 거룩한 장소이다. 여기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장소이며, 여기서 

58) Cf. Fraternal Life in Community, n 43; CIVCSVA, The Service of Authority and Obedience, Vatican 

City, nn, 66-67, 69-70.

59) Cf. Vita Consecrata, nn. 66-67, 69-70.

60) Cf. Ibid., n 74. 

61) Cf. Orientations for formation, 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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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하고 현실을 변화시킨다.62)

말씀이 강생한 이래로, 또 다른 성서 영성은 있을 수 없다. 예수의 사도적 사명

의 시작부터 그분 말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

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

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63) 봉헌생활은 전 역사를 걸쳐서 봉헌자들

의 세대를 통해 풍부해져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설립자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카리스

마에 따라 수도자들은 하느님 나라 봉사를 위한 삶을 선사 받는다. “사실, 봉헌생활

은 당신 아버지에 앞서, 그리고 당신 형제자매들에 앞서 강생하신 말씀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신 예수의 모범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과 구세주 메시지의 살아있는 전

통이다.”64)

양성적 과정은 강생영성을 제시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전망으로부터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효과적인 연민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 된다. 이것은 지구

가 겪는 커다란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정의, 평화와 창조보전을 촉진하는데 헌신하도

록 이끈다.

40. 이들의 현실로 들어가기. 역사 속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불운한 이

들의 현실로의 토착화는 부유한 이들과 비참한 사람들 간의 대조적인 스캔들을 보여

준다.65)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기존의 형태에 덧붙여 질 때, 오늘 날의 수많

은 원인을 양산해 낸다: 소속감 부재의 절망, 상습적 마약 복용, 그리고 고령화, 질

병, 이주민, 여성과 어린이 매매, 사회적 차별과 수많은 종류의 인권 폭력.

가장 가난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봉헌자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연

민, 그리고 자비의 증거자로 변화된다.66) 이 선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

외된 이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양성과정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은 단지 봉헌자들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할뿐 아니라,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의 기도로 기뻐하셨던 지혜67)에 

의해 복음화 되도록 자신을 허락함으로써, 가난한이로부터 배우도록 돕는다.

41. 평화를 위한 길로서 대화와 화해의 영성. 오늘날 모든 상황을 특징짓는 다

문화와 다종교 세상은 봉헌생활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지평을 

62)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20.

63) Lc 4,16-21.

64) Vita Consecrata, nn. 22, 82.

65)  Cf. Ibid., nn. 82, 84, 89-90.

66)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 14;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n. 34-35.

67) Cf. Mt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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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개방과 충실성은 양성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지닌 대화와 화해의 영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경청, 

존중, 다양성의 가치를 수용함, 자비, 신뢰.69) 

봉헌자들은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적극적 희망의 동일한 역동성과 같은 방식에 

협력함으로써, 세상은 인류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에 따라, 민족들의 총체적 발

전과 생명을 위해 새롭고 보다 나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70) 

42. (Integrity of creation). 지구를 대면해서 증가해가는 환경 위기의 

자각은 분명한 생태적 차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창조는 관상과 

실천 양편 모두의 대상이다. 하느님의 영은 개별 사물을 존재로 부르시는 창조적 힘

으로서 우주 안에서 항구하게 일하신다. 성령은 역동적 원리이며, 빛이요, 영원한 생

명의 원천이다. 

봉헌자들은 이러한 비전으로부터, 하느님이 인류를 위해 주신 공동의 집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태도로 공동책임을 키워나가도록 도전 받는다. 이 

비전은 봉헌된 자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발견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섭리적이며, 구원

하는 힘이 계시된 장소로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분께 감사를 불러일으킨다.71) 

공동체 수준과 개인 차원에서, 진정한 연대를 이루는 단순한 생활양식은 창조

주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생태적 윤리를 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와 

자연파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72) 

일상의 구체적 행동으로 시작하는 창조보전은 처음부터 전제된 그리스도 제자

의 분명한 표지가 되어야한다.73)

43. 생각을 실천과 차원, 선택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을 동반하고 그것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몇몇 기준이나 행동 가이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양성계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 점진적 단계를 따름, 개인과 모두

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양성장의 지속적인 향상이 있다.

68) Cf. Fraternal life in community, n. 27.

69) Cf. Vita Consecrata, nn. 100-102.

70)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 35.

71) Cf. Compendium of Catholic Social Doctrine, nn. 451-465.

72) Cf. Vita Consecrata, nn. 90-102.

73) Cf. Ibid., n. 45; Compendium CST, nn. 46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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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세우기 위한 출발점은 자신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

들이 처한 상황 분석이 다루어져야 한다: 계획된 복음적 삶의 증거를 수행하는 삶의 

양식에 관해 스스로 질문하기; 양성이 전제하는 개인과 수도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자발성에 관해.74)

이것이 수행되는 데에는, JPIC 영성이 제시하는 도전을 직면해 나가는 것이 관

건이다.75) 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양성에서 체험

적인 양성을 통과하는 것; 틀에 박힌 양성에서 삶과 체험으로 육화된 양성으로 변화

하는 것; 원리와 판단에서 살아있는 체험으로 이동하는 것; 형제자매들, 창조물이 하

느님과의 관계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태도를 생명에 동화시키는 것; 자녀의 신분, 

형제애, 연대, 그리고 헌신의 체험을 살아가는 것.76)

45. 단계적 과정. 양성 여정의 단계는 직선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

려 단계적 수준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적 접근은 각 사람이 확신과 자유로 제안77)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부여

를 함으로써 인격화의 과정을 수반하는 기준이다. 이것은 태도와 헌신으로 드러나는 

존재 방식과 양식의 깊이와 사유를 향한 내면화의 역동성을 촉진한다.78) 

논리적 과정으로 보자면, 이는 모든 시간이 여정을 위한 준비로서의 숱한 결과

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양상을 관찰할 가치기준과 내

면적 자유를 요청하는데 있다.

 

46. 참여. 양성자의 적극적 참여는 양성과정을 긍정적으로 향하도록 하고 가치

를 둘러싼 내면적 응집력의 분위기를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기준이 된다. 

이것은 양성자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 현존적 연대를 통해 바깥세계를 향

하도록 계획된다.79)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생활의 일상적 여정은 대화와 식별 체험을 수반하는 참

여가 요구된다.80) 따라서 각 구성원과 전체 공동체는 구상한 계획안을 갖고 각자 자

신의 삶을 대조해 볼 수 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자기양성, 사회교리의 보다 깊은 심

화와 그들이 받아들인 이러한 헌신적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나갈 수 있다.

74) Cf. The Service of Authority, n. 29: e.

75) Cf. Compendium CSD, nn. 160-163.

76) Cf.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es for formation, n. 27.

77)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 29.

78)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 15.

79)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 29;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46.

80) Cf. The Service of Authority, n. 20: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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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변

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복음적 시민자격의 훈련과 공동선을 찾는 것이 필요불가결 하

다.81) 같은 방식으로, 대화와 참여는 판단력을 키우며, 특히 세상의 문제들과 직면했

을 때, 사회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분석과 종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 비판적 의미에서 깨어있는 태도를 촉진한다. 

47. 양성. 양성장 준비와 지속적 실현은 전체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기준이다.82) 이들은 하느님께 인도하는 여정과 이 여정에 다른 사람들을 동반해가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83) 무엇보다도, 이들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치에 커

다란 존경심을 지니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위한 적절한 준비와 함께 자신들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적합성에 유념해야 한다. 그들 생활의 증거와 구체적 헌신은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공동체의 창조적 분위

기는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우선적 역할을 한다. 양성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이를 

위한 책임을 진다.84)

81) Cf. Starting Afresh from Christ, n. 14.

82) Cf. Collaboration between Institutes for formation, n. 23.

83) Cf. Orientations on formation, nn. 30-32.

84) Cf. Vita Consecrata, n.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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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48. 각각의 단계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후부터 STC)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면서, 이 문헌의 이전 부분에서 소개한 다양한 숙고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타당성은 봉헌생활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

치- 간의 관계성을 지원한다.

일반 지침은 양성을 위한 지속성과 집중성을 보장하는 기초 방법론을 구성한

다.   

양성 과정의 각 단계를 위한 몇 가지 모범을 제공하는 이 시도는 다만 하나의 

제안이다. 자신의 카리스마를 따라, 각 수도회는 자신의 필요에 따른 요소들을 적용

하거나 작업할 수 있다. 

지침은 양성의 모든 전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경직되게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영역에 제한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각 과정의 단계마다 요구되

는 양성 제안의 전체적 맥락 안에 있다.

각 단계마다, 다음의 것들이 소개될 것이다: 특수 목표, 이들 목표를 이루기 위

한 필요한 몇몇 내용, 그리고 과정 중에 다양한 단계를 표시하는 체험들. 이들 요소

는 모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론적 측면의 습득은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친다. 

49. 일반 목적:85)

예수를 근본적으로 따르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 우리가 속한 세상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우리 수도자들은 신비적이고 예언적인 방식과 연대로 예수 그리

스도의 사명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

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치를 지지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응답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자각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STC)의 영역에서 통합적 양성의 체계적이고 단계적 과정을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85) The general objective indicates the purpose that orients all the itinerary. It is formulated in the 

first person to indicate that they who propose it are convinced of its validity and they desire to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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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성

50. 차원이요,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양성은 “봉헌생활의 본래적

인 요구이다.”86)

특수목표들

51. 몇 가지 특수 목표들:

① 말씀과 사회적 가르침의 조명하에, 매일의 일상적 현실과 가장 가난한 이들

의 처지와 창조 안에서 하느님을 경청하도록 이끄는 강한 영성을 키울 것

②  무엇이 영의 새로움인지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힘으로 사회 현실의 변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절박함과 시대, 장소, 문화, 사회적 주체들의 도전들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의 수도회 카리스마를 재해석 할 것

③ 우리 자신의 사도적 임무를 통해 통합적 인도주의와 지원을 촉진하도록 교

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활동을 위한 반성 원리, 판단 기준과 지침을 확산하고 내면화 

할 것

④ 발전해가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우리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예언적 목소리

를 낼 수 있도록 사회 현실의 식별을 개인과 공동체에 포함시킬 것

⑤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할 것

⑥ 생명을 파괴하는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태도로 협력함으로써 환경 

구원을 위한 책임을 받아들일 것

⑦ 희망의 표징이요, 평화 문화와 전 지구적 형제자매애를 건설하는 의미로서 

공동선의 전망을 지닌 사랑을 살아갈 것

내용

52. 성경에 대한 우리 이해의 깊이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관상은 모든 수도자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복음화의 임무를 위한 힘과 영감

의 원천이 된다.

이와 더불어, 교회 의식과 합하여,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TC)의 유산을 떠맡

으며,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드러내는 도전을 진지하고 충분히 직면하고 쇄신

86) Vita Consecrata, n.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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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TC) 요약의 체계적 연구와 함께, 다음의 것들은 교회 

교도권에 의해 좀 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상황의 다

양한 모습을 소개 한다:

① 이주민 현상

② 과학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전

③ 사도직에서 미디어와 기술 혁신, 특별히 인터넷

④ 생태위기와 환경문제

⑤ 지속적 발전과 생활양식

⑥ 책임 있는 소비

⑦ 경제 연대

⑧ 인권: 인권의 성서적 기초

⑨ 생명윤리의 원칙적 주제

⑩ 종교다원주의와 대화

⑪ 문화와 토착화

⑫ 신앙인의 정치 참여

⑬ 사회교리, 실천, 사회운동

⑭ 교회조직과 JPIC를 다루는 타 네트워크

⑮ JPIC를 다루는 수도회 문헌

53. 수도자들은 자신의 봉헌 덕택에 성령이 자신을 계시하고 행동하는 역사의 

각 시대마다, 문화와 인간처지 속으로 “힘차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체험 안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도록 불리운다. 이 깊은 영의 체험은 그

들에게 시대의 표징을 읽고 풍부하고 예언적인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힘을 불어

넣는다. 

이들 체험 중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

① 사회정의, 비폭력 행동과 생명보호를 연결하는 성경묵상과 렉시오 디비

나87)

② 사회적 배제 상황과 만남: 소외된 주택단지, 교도소, 재정착 지역사회, 병든 

여성을 위한 집; 또한 환경보호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과 사회에서, 운동으로 

사람들의 재통합을 위해 헌신적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 

87) Suggested texts: Gen 4,1-16; Gen 18,1-16; Gen 37,2-36; Ex 3,7-10; Deut 5,12-21; Amos 5,21-24; 

Mic 6,6-8; Is 5,1-7; Wis 11,23-26; 12,11-13; 16,18-19; Lk 4,14-30; Mt 5,1-12; 5,38-45; 6,24-34; 

Lk 10,25-37, Mt 10,34-39; 25,31-46; 1Cor 12,3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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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에로의 참여

④ 극빈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체험을 가질 기회(안식년).

⑤ 타 교회 조직, 혹은 수도회 상호 네트워크 참여

⑥ 극단적 빈곤 문제를 위해 마이크로 신용과 마이크로 금융을 취급하는 프로

젝트를 설계할 것

⑦ 모임, 토론, 세미나, 포름에 참여

⑧ 갈등 해결에 관한 워크숍

B. 양성

54. 초기양성은 전 생애 동안 깊은 성장을 지속하는 봉헌자의 정체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의 토대를 놓는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부터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STC)의 기본 요소들을 바르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양성의 다양한 단계는 개별 성장의 리듬을 존중한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

에 따라서 그리고 커다란 유연성으로 서로를 섬긴다.

청원기

55. 청원기는 수련기 전 단계이다. 이 단계 동안 수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하고, 예수를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각하게 된다. 이로부터 

수도회 고유 카리스마에 관한 좀 더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수도회 성소식별의 과정

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분명히 한다.

특수 목표 

56. 특정 목표 중에 우리가 유념할 것들:

① 매일의 일상적 평범한 것들과 자연을 돌봄, 연민과 사랑의 생활, 예수의 자

비로운 태도를 관상함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해 나감

②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

를 부르시는 여정의 의식을 자각하기

③ 개별적 관심으로 맡긴 하느님 선물로서 창조를 존중할 것

④ 인간 권리의 또 다른 침해와 불의, 폭력, 가난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의 원인

을 찾아낼 필요성을 의식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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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사회적 차원과 그리스도인 삶과 사회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를 식별하기

 

57. 청원기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그룹의 상태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① 체계적 성경공부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지식

②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CT) 요약의 첫째 장 연구:「인류를 위한 하느님 사

랑의 섭리」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인간학

③ 사회 회칙에 대한 입문: 『민족들의 발전』,『사회적 관심』

④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는 전망으로부터 설립자 생애의 재해석

⑤ 생태에 관한 사고

⑥ “관찰-판단-실천”의 방법론 도입

체험 

58.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체험들을 제안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 - 하느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사람

들, 그리고 예수의 관심들 - 모든 사람의 행복, 형제애, 봉사, 자연과 하느님 나라88)

를 강조하는 성서구절을 우선하는 렉시오 디비나(성서묵상) 입문

② 이주민, 난민들, 추방자들을 포함한 소외된 지역의 가난한 상황과 접촉할 것

③ 관찰-판단-실천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끼친 지역과 국가의 

영향력 있는 사건과 세계 뉴스를 분석할 것

④ 피조물에 관한 관상과 세 가지 R(축소 Reduce, 재순환 Recycle, 재활용

Re-use)의 도입

⑤ 환경에 관한 우려를 촉진하는 캠페인과 단체에 참여하거나 조직화하기

⑥ 봉사기간을 선교지역에서 하기

⑦ 사회 활동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대담(인터뷰)

수련기

59. 이 시기는 양성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 동안 수련

자들은 예수께서 수도서약 하기를 바라시는 수도회 카리스마에 따라 하느님 나라 운

88) Possible texts: Mt 5,1-12; Mt 5,38-45; Mt 6,24-34; Mt 10,34-39; Mt 25,31-46; Mc3,1-6; Lc 
4,14-30; Lc 7,11-17; Lc 7,18-30; Lc 10,25-37; Jn 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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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맡으며,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키

고 깊이 심화하는 체험을 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조명 아래,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따름의 체험에 의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분명해질 수 

있다. 이 시기는 수련자 내부에서 초기 공동생활에 따른 관상-활동-관상의 재충전 

힘이 통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목표 

60. 수련기에 가능한 목표들 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시 한다: 

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편드시는 예수의 사도직과 행동과 관련해서 예수를 관

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을 심화 한다

② 수련자 자신의 역사를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의 해방하는 선물이라는 전망에

서 구원의 장소로 재해석 한다

③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합하고, 풍요로서의 다양성

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공동체 대화를 실천한다

④ 생활의 일상적 환경과 중요성 양편 모두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인과 공동식별을 훈련한다

⑤ 창조선물에 대한 감사의 태도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자의 책임감을 키운다

⑥ 사랑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정의, 연대, 평화에 기초한 사회 건설을 협

력하는 의미에서 자기 수도회의 사명을 알게 한다

내용 

61. 본질적 요소의 내용:

① 교회의 사회교리 개요(Th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의 2, 3, 4장의 연구

② 수도생활의 예언적 차원의 심화

③ 봉헌과 서약의 사회적 요소를 살아가기

④ 가난한 이와 억압당하는 이들의 해방자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로서 마

리아의 마니피캇을 이해하기

⑤ 수도회 카리스마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TC)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기

⑥ 자기 수도회의 문헌에서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 치를 연구하기

⑦ “세계 평화의 날”에 관한 교황의 메시지를 연구하기

⑧ 물, 기후변화, 정의, 연대 활동, 사람들의 치유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숙지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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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지 중요한 체험들:

① 렉시오 디비나: 가장 억눌린 이들, 이방인들과 소외 된 이들을 편드시는 예

수의 행동에 관한 성경묵상89) 

②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사회-정치 상황 분석

③ 개인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가난을 사는 방법에 관한 식별

④ 가장 궁핍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미션과 사도직 활동 기회

⑤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캠페인과 그룹에 참여하고 조직화하기

⑥ 절제된 생태적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공동체 평가 방식

⑦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사람들과 함께 연대의 정신으로 그해의 가장 중요

한 전례 시기의 거행을 계획하기

⑧ 수련소가 위치한 지역 사람들을 포함해서 UN에 의해 계획된 세계의 날을 

기념하는 워크숍

⑨ 정의, 평화, 창조보전과 연관된 중요한 날에 기도 개최

⑩ 사람들 속에서 생명의 전달자 예수의 사명과 예언직을 자신의 삶으로서 실

천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유기서약기와 면학기

63. 유기서약기와 면학기는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려

는 열망을 심화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전념하는 시기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아주 강하게 끌리는 자기 느낌의 체험은 예수가 하셨던 대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편드는 하느님 나라 운동을 포용하는 삶의 중심이 된

다.

특수 목표 

64. 유기서약기와 면학기 동안 도달해야할 많은 목표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있

다:

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중심의 확신을 강화시킬 것;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벗어나 살도록 노력할 것

② 세상과 공동체,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항구한 활동과 하느님 현존의 살아있

는 의식을 기도가 되게 할 것

89) Possible texts: Mt 5,1-12; Mt 5,38-45; Mt 6,24 -34; Mt 10,34-39; Mt 25,31-46; Mk 3,1-6; Lk 
4,14-30; Lk 7,11-17; Lk 7,18-30, Lk 10,25-37; Jn 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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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의미에서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 대화를 

실천할 것

④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연대로 단순하고 진정한 삶의 양식을 충

실히 살아갈 것

⑤ 미디어와 새로운 테크놀로지, 영화와 특별히 인터넷에 관한 출처와 내용에 

비판적으로 깨어있을 것

⑥ 하느님 나라의 운동에 헌신하고, 자기지식의 성장의 기회로서 되새기고 토

론하고 공유해온 사도적 체험을 평가할 것

⑦ 매일의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것

65. 이 단계의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방인의 개종과 신앙의 토착화적전망에서 사도행전

 연구

② 「교회의 사회교리 개요」10, 11, 12장 연구

③ 최근 사회 회칙에 관한 비평 나눔과 해석

④ 강생 영성을 심화하기

⑤ 자신이 소속된 수도회의 가장 최근 문헌에서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평가

를 연구하기

⑥ 인권선언 및 오늘의 문제들에 관한 다른 협정들에 대해 정통해질 것

⑦ 생태 문제와 국제사회의 책임에 관한 자료를 향상시킬 것

⑧ 타종교와의 에큐메니컬 대화 과정의 지식을 쌓을 것

⑨ 유엔 개발 프로그램(PNUD)에 의해 출판 되는 인간 계발에 관한 연간 보고

서를 연구할 것

체험 

66. 다음의 체험들은 유기서약기와 면학기 동안 매우 유용할 수 있다:

① 사도행전 여정을 향한 렉시오 디비나

② 사회-문화적 상황의 도전에 답을 찾는 개인과 공동 체 식별

③ 소외된 자들, 인권과 환경,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조직과 연계하기

④ 매우 어려운 지역에 선교 기간을 갖기(주말 사회사목, 여름 한 달 개발도상

국가에서 보내거나, 혹은 1년간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보내기) 

⑤ 환경보호를 알리는 캠페인과 그룹에 참여하거나 조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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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절제된 생태적 생활양식을 살기위한 우리 노력의 실천과 

성과에 대한 공동체 평가

⑦ 이 단계의 목표와 내용과 연관된 전망에 관한 모임, 회합, 세미나에 참여하

기.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표현된 생각을 정리하

는 작업을 하도록 힘쓸 것.

⑧ 다른 수도자들을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STC)의 전망을 심화하기 위한 워크숍 조직

⑨ 선거 시기(일반적인, 지방자치, 혹은 기타)에는 STC의 조명을 받아 서로 다

른 정치적 선택에 관해 공동체 식별하기 

⑩ STC의 조명하에 질문과 답이 요구되는 기사(논제)들, JPIC의 다양한 전망에 

관해 읽은 기사들을 갖고 토론하기; 소식지나 잡지에 실린 간단한 아티클을 작업하기

⑪ STC를 알리고 연구하는 단체와 구체적이고 가능한 참여로 관계하기 


